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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고용창출 능력을 진단하고 서
비스산업의 질적 성장 및 고부가가치화의 장애요인을 분석하여, 고
용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고용전략을 탐색하기 위한 목
적으로 기획된 ｢고용구조 선진화를 위한 서비스산업의 일자리창출
역량제고 방안｣ 시리즈의 두 번째 연구결과이다. 1년차 연구에서는
전체 서비스산업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우리나라 서비스화 과정에
서 나타나고 있는 고용구조상 변화의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노동생산성, 숙련, 노동이동 등 다양한 분석지표를 이용하여 서비스
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창출 여력을 탐색하였다. 올해 연구에서는
1차 연구결과를 토대로 서비스업 중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을 전략
서비스부문으로 선택하여 이들 업종에서 서비스의 양적 확충과 질
제고를 함께 도모하는 일자리창출 방안을 모색하였다.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은 소득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서비스수요가
급속히 확대되고 고부가가치 창출의 가능성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이다. 하지만 이들 산업은 영세성과 전문성 부족, 기업
간․산업간 협업 문화의 미정착 등으로 인해 산업 발전에 한계가
있으며, 특히 고부가가치 창출에 있어 인적자원이 그 어느 부문보
다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인적자원개발 체제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여 필요한 양질의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
한 문제점은 이 부문에서 산업의 발전과 양질의 고용확대가 함께
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본 보고서는 서론과 결론 장을 제외하고 3개의 부로 구성되어 있
다. 제1부와 제2부는 각각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으로 나누어 범주의
식별과 분류, 현황과 특징, 발전방안 등의 산업연구 및 실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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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수록하였고, 제3부에는 문화 및 관광산업의 고용창출전략
모색의 일환으로 이 분야 직업전망과 인력양성 방안, 그리고 이 분
야 4개 기업 및 유형별 사회적 기업의 사례연구를 수행하고 분석결
과를 토대로 일자리창출 방안을 모색하였다. 각 장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 ‘문화산업의 분류체계와 고용현황’(황수경)에서는 문화산
업의 다양한 개념과 정의를 검토하고 2009 UNESCO FCS의 분류
체계를 토대로 우리나라 문화산업 및 문화고용 통계를 재구성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유관 개념으로서 창조산업, 저작권산업, 문
화콘텐츠산업 등의 개념과의 비교, 예술의 생산 측면과 산업적 측
면으로 나누어지는 개념 정의의 접근법과 국가별 차이, 문화고용,
문화적 참여 등의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문화산업의 표준
적 분류체계에 입각해 문화산업 및 문화고용의 개략적 규모를 파악
하고 있는데, 2008년 현재 핵심 및 생활문화산업, 그리고 연관산업
을 포함한 문화 관련산업 종사자를 198만 명, 전 산업의 12.2%로
추산하고 있다. 필자는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문화부문의 중요성을
감안해 경제통계 체계 내에서 문화부문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
련하는 것이 전 세계적 추세이며, 우리의 경우도 문화산업의 보편
적인 개념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문화산업 분류체계를
재정비하려는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제3장 ‘문화산업의 산업적 특성과 발전전략’(정헌일)에서는 문화
산업의 산업적 특성과 발전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분석대상을 문화
산업진흥기본법상의 문화산업으로 한정하여 산업의 특성과 발전전
략을 분석, 제시하고 있다. 먼저 문화산업 세부 업종별로 부가가치,
매출액 등 산업적 성과를 개괄하고 산업적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다음으로 디지털 기술과 결합된 문화콘텐츠 시장의 변화, 미디어와
플랫폼의 변화,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문화산업의 향후 전망과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SWOT 분석을
토대로 요인에 따라 S-O 전략, W-O 전략, S-T 전략, W-T 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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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 있는 점이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이를 토대로 지적재산권
보호와 공정경쟁 강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 창의적 영역의 분업
화․R&D 확대․정보비대칭 축소를 통한 자금조달의 원활화 등을
통한 시장창출, 그리고 글로벌 진출 및 상호교류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제4장 ‘문화산업의 고용변동과 일자리 특성’(김준영)에서는 문화
산업 노동시장의 특성을 소개하고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와 한국고용정보원의 ｢산업․직업 고용구조조사(OES)｣를 이용하
여 문화산업의 고용변동과 일자리 특성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또한
고용보험 DB를 이용하여 문화산업 근로자의 일자리 유지, 근속기
간, 입직률과 이직률 등 고용의 동태적 특성을 살펴보고 정책적 함
의를 찾고자 하였다. 핵심 문화인력 중심으로 보면 문화산업에 종
사하는 인력의 평균 연령은 낮으며, 임금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
난다. 그러나 일자리 유지율과 평균 근속기간은 상대적으로 낮아
이들에 대한 고용안정지원책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영
세 자영부문 지원책을 강구하고 이들 부문 이직자가 성장부문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서비스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제5장 ‘관광산업의 고용 현황과 국제비교’(황수경)에서는 세계관
광기구(UNWTO)가 새로 정비한 2008 국제관광통계권고안(IRTS)
의 관광산업 정의와 분류체계를 토대로 우리나라 관광산업 및 관광
고용 통계의 작성기준을 제시하고 기초적인 관광고용 현황 및 추이
를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세계여행관광협회(WTTC)가 추계하는
세계 관광산업 통계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관광고용의 규모와 경제
적 기여를 측정, 분석하고 있다. 필자에 의하면 2008년 현재 관광산
업에 속하는 사업체는 약 6만4천개로 전체 사업체수의 약 2.0%를
차지하며, 종사자수는 약 37.2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3%를 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가용통계의 한계로 분석에 상
당히 제약이 많은데, 이러한 이유로 전체 관광산업을 포괄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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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다 일반적인 접근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광산업 분류체계
및 조사 방식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제6장 ‘관광산업의 산업적 특성과 발전전망’(김희수)에서는 제3
장과 유사하게 산업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산업 분류를 토대로 관광산업의 동향과 경쟁력을 분석하고 있
다. 경쟁력 분석에는 Vollrath의 RCA지수, 세계경제포럼(WEF)의
관광산업 경쟁력지수, 노동생산성 등 다양한 지표들을 활용하고 있
다. 또한 업종별 발전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데, 생산성과 국제경쟁
력이 낮은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우선은 기업주도의 가격경쟁
력, 인적자원경쟁력, 기술경쟁력 제고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는 시
장창출지원책으로서 벤처지원, 창업촉진 등을 포함한 새로운 비즈
니스모델의 창출, 지속적인 규제완화정책을 펼쳐 나가야 함을 지적
하고 있다.
제7장 ‘관광산업의 업종별 고용변화와 직업의 특성’(권혜자)에서
는 앞의 제5장에서 제시된 관광산업 분류체계를 토대로 관광산업
대표 업종 및 대표 직종을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고용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우선 고용보험 DB를 활용하여 관광산업 대
표 업종별 피보험자 변화와 고용보험 순취득자의 변화를 살펴보고,
대표 직업별로 일자리 변동의 특징을 도출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관광산업 고용정책을 개관하고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과제를 모
색하고 있는데, 관광산업의 고용증가를 위해서는 소규모일지라도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는 관광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의식적
이고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제8장 ‘문화 및 관광서비스 분야 직업전망 및 인력양성 방안’(강
순희 · 신범석)에서는 지식기반서비스화․글로벌화라는 메가트랜드
가 산업 및 직업에 관한 수요를 변화시키는 데 주목하여 직업전망
서 분석, 전문가 조사를 토대로 문화․관광서비스 분야에서 예상되
는 유망직업을 도출하고 있다. 아울러 유망직업과 연계한 문화․관
광서비스 분야의 인력양성 체계, 더 나아가 문화․관광서비스 분

요약

야 전반의 HRD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문화․관광서비스 분
야 직업분류체계 확립, 인재상 정립, 학교교육의 역할 강화, 종사자
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학습 인프라 구축, 전문가 인증제 및 자
격제도 연계강화 등을 HRD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제9장 ‘문화․관광서비스 분야 기업 성공사례’(오계택)에서는 문
화․관광서비스 분야에서 성공한 4개 기업의 사례를 심층면접을
통하여 조사․분석한 후 이들 기업이 어떻게 이 분야 산업 및 기업
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 및 제한점들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지를 시장요인, 혁신과 기술요인, 그리고 직업조직과
인적자원요인에 주목하여 밝히고 있다. 성공 기업들은 대내외 환경
의 제약 하에서 차별화된 전략을 세우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
직구조와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특히 인재존중의 인적자원관리
전략을 강조하는 점이 공통적인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10장 ‘사회적 기업 및 NGO의 역할’(김인선)에서는 최근 사회
서비스 확충과 일자리창출 관련하여 주목을 받고 있는 사회적 기업
활동 영역의 상당 부분이 문화․관광 분야임에 주목하여 사회적 기
업의 사례를 통해 문화․관광서비스 분야에서 고용확대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다양한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
적 기업 가운데 특히 교육, 문화, 체험여행, 숙박 등 다양한 커뮤니
티 서비스와 연결된 문화관광 분야 사회적 기업들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향후 발전을 위해서는 인큐베이팅과 같
은 상호교류 및 확산 노력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지역코디네이터
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11장은 본 연구에서 확인된 중요한 연구 성과들을
요약하고 종합적인 정책방향과 연구의 한계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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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1990년 후반의 외환위기로 실업대란을 경험하였던 우리 경제는 그 극
복 과정에서 체질이 변화하면서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새로운 문제에 봉
착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고용창출을 동반한 성장에 보다 많은 관심이
모아지게 되었으며, 특히 제조업보다는 고용친화적인 서비스산업을 육성
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고용창출의 돌
파구를 모색하자는 논의가 형성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제조업 일자리는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줄어든 반면,
서비스업 일자리는 빠르게 증가하여 2009년 현재 취업자의 68.5%가 서비
스 부문에 종사하고 있다. 서비스업은 수요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고, 산
출당 노동투입 비중이 높아 고용창출의 보고(寶庫)라 할 수 있다. 제조업
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동절약적인 생산기술과 프로세스
를 도입하려는 유인을 갖는 반면, 서비스업은 노동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
고 기계나 장치에 의해 대체될 수 없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수요 확장이 새로운 고용창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서비
스업은 노동공급의 질이 주요한 산출물인 서비스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
관된다는 점에서 서비스업의 고도화 과정에서 특히 고학력 노동에 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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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다. 이는 현재 고용 문제의 중심에 있는 고학력 청년층 일자리 문제
를 푸는 데에도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산업에서의 고용의 확대는 이 부문에서의 생산
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 관건이다.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 성장이 담보되도록 하는 고용구조의 건전
성 확보, 그리고 이를 통한 일자리 확대가 서비스산업의 고용전략이 되어
야 한다. 즉 서비스업의 고용전략은 고용과 생산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더구나 서비스산업은 영세소매업에서부터 전문서비스업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고 이질적인 업종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정책적 대안을 찾음
에 있어서는 개개 업종이 직면한 문제에서부터 문제를 푸는 단서에 이르
기까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매우 구체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 최근
들어 서비스산업의 고용창출 잠재력에 주목하면서 서비스업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서비스산업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특징들을 고
려한 깊이 있는 연구 결과물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 분류의 어려움이
나 자료의 제약 등 때문이라고 판단되지만, 매우 이질적인 업종들로 구성
되어 있는 서비스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서비스업 전반을 분석대상
으로 한다거나 분석 기간도 짧아 연구의 시사점 등을 찾아내고 이를 기초
로 좀 더 진전된 연구 성과를 내는 데는 한계가 많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2009년부터 우리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잠
재적 고용창출 능력을 진단하는 동시에 서비스산업의 질적 성장 및 고부
가가치화의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고용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고용전략을 탐색하는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1년차 연구에서는 전체 서비
스산업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우리나라 서비스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용구조상 변화의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노동생산성, 숙련, 노동이
동 등 다양한 분석 지표를 이용하여 서비스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창출
여력을 탐색하였다. 아울러 서비스 수요 및 서비스 시장에 대한 고려를
전제로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는 양질의 인력양성 및 수급체계를 마련하
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는 수요 측면만을 고려한 서비
스산업 연구나 지나치게 공급 측면을 강조하는 기존 연구들과는 일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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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차별화되는 연구였다고 자평한다. 또한 전체 서비스산업을 분석대상
으로 함에 있어서도 서비스산업 내 업종별 특수성에 주목하면서 업종 특
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접근법을 취하고자 하였다. 나아가서 이 과정에서
서비스산업 내 주요 업종별 세부 연구가 중요하다는 것을 재차 확신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는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기획된 ｢고용구조 선진화를 위한
서비스산업의 일자리창출 역량제고 방안｣의 시리즈 연구 결과로서 세부
업종별 연구로서는 첫 번째이며, 3개년 연구시리즈의 2년차 연구에 해당
된다.

제2절 연구의 목적

이번 연구에서는, 1년차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업 중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을 전략서비스 부문으로 선택하여 이들 업종에서 서비스의 양적
확충과 질 제고를 함께 도모하는 일자리창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은 소득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향후 서비스 수요가
급속히 확대되고 고부가가치 창출의 가능성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이다. 문화산업은 출판, 음반, 게임, 디자인, 영화, 방송, 공연 등을 포
함하는 범위가 광대하고 규모와 범위의 경제성으로 인해 투입 대비 산출
이 상당히 높은 고부가가치 창출 잠재력을 가진 산업이다. 관광산업도 문
화산업과 비슷하게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고 높은 규모의 경제성과 범위
의 경제성을 보인다.
이처럼 문화 및 관광 분야의 고부가가치 창출의 잠재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이들 분야는 기업의 소규모성, 비전문 기업 비중
의 과다, 기업 간 및 산업 간 협업 문화의 미정착, 인력양성 기반 취약 등
으로 산업적 발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고부가가
치 창출에 있어 인적자원이 그 어느 부문보다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인
적자원개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및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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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미비, 인적자원개발 지원 기반 미흡 등으로 인해 필요한 양질의 인
력을 충분히 양성․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산업 수준의
문제점은 기업 단위의 경영 체제에도 영향을 미쳐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돌려 보면, 이 부문에서
산업의 발전과 양질의 고용 확대가 함께 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음을 시사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의 중요성이 크고 사회적 관심
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이 부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매우 미진
하다. 그 주된 원인으로는, 산업적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분류체계가 체
계적으로 확립되지 않아 실태 파악 및 분석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화산업 및 관광산업에서의 일
자리창출 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되, 이 부문의 개념 정의와
분류체계 확립에도 일차적인 목표로 설정하였다.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의
경제적 역할을 측정하기 위한 최근의 국제적 논의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개념 및 분류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점은 본 연구의 또 다른 중요한 성과
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제3절 주요 연구 내용

본 보고서는 서론과 결론 장을 제외하고 세 개의 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와 제2부는 각각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으로 나누어 산업연구 및 실
증분석 결과를 수록하였고, 제3부에는 문화 및 관광산업의 고용창출 전략
모색의 일환으로 이 분야 직업전망과 인력양성 방안, 그리고 직․간접적
으로 연관된 구체적인 사례연구 및 사회적 기업을 통한 일자리창출 방안
을 수록하였다. 각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 ‘문화산업의 분류체계와 고용현황’(황수경)에서는 문화산업의 다
양한 개념과 정의를 검토하고, 2009 UNESCO FCS의 분류체계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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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문화산업 및 문화고용 통계를 재구성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
다. 아울러 문화산업의 표준적 분류체계에 입각해 문화산업 및 문화고용
의 개략적 규모를 파악하였다. 필자는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문화부문의
중요성을 감안해 경제통계 체계 내에서 문화부문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
을 마련하는 것이 전 세계적 추세이며, 우리의 경우도 문화산업의 보편적
인 개념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문화산업 분류체계를 재정비하
려는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제3장 ‘문화산업의 산업적 특성과 발전전략’(정헌일)에서는 문화산업의
산업적 특성과 발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분석대상을 문화산업진흥기본
법상의 문화산업으로 한정하여 산업의 특성과 발전 전략을 분석, 제시하
고 있다. 먼저 문화산업 세부 업종별로 부가가치, 매출액 등 산업적 성과
를 개괄하고 산업적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다음으로 디지털 기술과 결합
된 문화콘텐츠 시장의 변화, 미디어와 플랫폼의 변화,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문화산업의 향후 전망과 발전 전략을 제
시하고 있다. SWOT 분석을 토대로 요인에 따라 S-O 전략, W-O 전략,
S-T 전략, W-T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이를 토
대로 지적재산권 보호와 공정경쟁 강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 창의적 영역
의 분업화․R&D확대․정보비대칭 축소를 통한 자금조달의 원활화 등을
통한 시장 창출, 그리고 글로벌 진출 및 상호교류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제4장 ‘문화산업의 고용변동과 일자리 특성’(김준영)에서는 문화산업
노동시장의 특성을 소개하고,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한국고
용정보원의 ｢산업․직업고용구조조사(OES)｣를 이용하여 문화산업의 고
용변동과 일자리 특성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또한 고용보험 DB를 이용하
여 문화산업 근로자의 일자리 유지, 근속기간, 입직률과 이직률 등 고용
의 동태적 특성을 살펴보고 정책적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핵심 문화인력
중심으로 보면 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평균 연령은 낮으며, 임금수
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일자리 유지율과 평균 근속기간은 상
대적으로 낮아 이들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책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영세자영 부문 지원책을 강구하고 이들 부문 이직자가 성장 부문
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서비스를 강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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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제5장 ‘관광산업의 고용 현황과 국제비교’(황수경)에서는 세계관광기구
(UNWTO)가 새로 정비한 2008 국제관광통계권고안(IRTS)의 관광산업
정의와 분류체계를 토대로 우리나라 관광산업 및 관광고용 통계의 작성
기준을 제시하고 기초적인 관광고용 현황 및 추이를 살펴보고 있다. 아울
러 세계여행관광협회(WTTC)가 추계하는 세계 관광산업 통계를 이용하
여 우리나라 관광고용의 규모와 경제적 기여를 측정, 분석하고 있다. 그
러나 가용통계의 한계로 분석에 상당히 제약이 많은데, 이러한 이유로 전
체 관광산업을 포괄할 수 있는 보다 일반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할 수 있
도록 관광산업의 분류체계 및 조사 방식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
하고 있다.
제6장 ‘관광산업의 산업적 특성과 발전 전망’(김희수)에서는 제3장과
마찬가지로 산업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산업
분류를 토대로 관광산업의 동향과 경쟁력을 분석하고 있다. 경쟁력 분석
에는 Vollrath의 RCA지수, 세계경제포럼(WEF)의 관광산업 경쟁력지수,
노동생산성 등 다양한 지표들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업종별 발전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생산성과 국제경쟁력이 낮은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우선은 기업 주도의 가격 경쟁력, 인적자원 경쟁력, 기술 경쟁력 제고 노
력이 필요하며, 정부는 시장창출 지원책으로서 벤처지원, 창업촉진 등을
포함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 지속적인 규제완화정책을 펼쳐 나
가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제7장 ‘관광산업의 업종별 고용변화와 직업의 특성’(권혜자)에서는 앞
의 제5장에서 제시된 관광산업 분류체계를 토대로 관광산업의 업종별 고
용변화를 살펴보고, 대표 직종의 고용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고용보험
DB를 활용하여 관광산업의 업종별 피보험자 변화와 고용보험 순취득자
의 변화를 살펴보고, 대표 직업별 고용특성과 일자리 전망을 개관하였다.
경제위기로 인하여 관광산업의 대표업종이면서 고용비중이 높은 여행관
련서비스업에서 고용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산업의 고용 증가를
위해서는 소규모일지라도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는 관광관련 일자리를 창
출하기 위한 의식적이고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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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문화 및 관광서비스 분야 직업전망 및 인력양성 방안’(강순희․
신범석)에서는 지식기반서비스화, 글로벌화라는 메가트랜드가 산업 및
직업에 관한 수요를 변화시키는 데 주목하여 직업전망서 분석, 전문가 조
사를 토대로 문화․관광서비스 분야에서 예상되는 유망 직업을 도출하고
있다. 아울러 유망직업과 연계한 문화․관광서비스 분야의 인력양성 체
계, 더 나아가 문화․관광서비스 분야 전반의 HRD 체계의 문제점을 분
석한 후 문화․관광서비스 분야 직업분류체계 확립, 인재상 정립, 학교교
육의 역할 강화,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학습 인프라구축, 전문
가 인증제 및 자격 제도 연계강화 등을 HRD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제9장 ‘문화․관광서비스 분야 기업 성공사례’(오계택)에서는 문화·관
광서비스 분야에서 성공한 네 개 기업의 사례를 심층면접을 통하여 조사·
분석한 후 이들 기업이 어떻게 이 분야 산업 및 기업들이 갖고 있는 문제
점 및 제한점들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지를 시장
요인, 혁신과 기술요인, 그리고 직업 조직과 인적자원 요인에 주목하여
밝히고 있다. 성공 기업들은 대내외 환경의 제약 하에서 차별화된 전략을
세우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구조와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특히
인재 존중의 인적자원관리 전략을 강조하는 점이 공통적인 특징으로 나
타나고 있다.
제10장 ‘사회적 기업 및 NGO의 역할’(김인선)에서는 최근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창출 관련하여 주목을 받고 있는 사회적 기업 활동 영역의
상당 부분이 문화․관광 분야임에 주목하여 사회적 기업의 사례를 통해
문화․관광서비스 분야에서 고용확대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다양한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 기업 가운데 특히 교육, 문
화, 체험여행, 숙박 등 다양한 커뮤니티 서비스와 연결된 문화관광 분야 사
회적 기업들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향후 발전을 위해
서는 인큐베이팅과 같은 상호교류 및 확산 노력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지역코디네이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11장은 본 연구에서 확인된 중요한 연구 성과들을 요약
하고 종합적인 정책방향과 연구의 한계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제 1 부】

문화산업 연구

제2장 문화산업의 분류체계와 고용 현황

11

제2장

문화산업의 분류체계와 고용 현황

제1절 문화산업의 정의와 분류체계

문화산업(cultural sector)1)은 유형 또는 무형의 예술적․창조적 산출
물을 생산하는 산업, 그리고 문화 및 지적자산을 이용하여 부를 창출하는
산업을 지칭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마다 문화산업의 정
의가 상이하고 문화산업 통계 역시 그 정의에 따라 각기 다른 범주로 집
계되고 있어 그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국제비교도 용이하지 않다.
문화산업은 종종 창조산업(creative sector)의 개념과 혼용되어 쓰이기
도 한다. 문화산업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산출물의 문화적 특성을 기준으
로 산업부문을 파악하는 반면, 창조산업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상품의 문
화적 요소보다는 개인의 창조적 재능이나 혁신 요소, 혹은 지적자산을 강
조하는 관점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창조산업은 저작권
산업(copyright industry)으로 불리기도 한다.
한편 문화산업으로 지칭하는 경우에도 전통적인 예술 분야(연극, 영화,
문학, 미술 등)에 기초를 두고 ‘예술의 생산’과 관련된 부문을 문화산업으

1) 문화산업을 ‘cultural industries’ 대신 ‘cultural sector’로 표현하는 것은 순수예술활
동과 같은 비산업적 활동이 포함됨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최근에는 양자
구분 없이 혼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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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파악하는 국가들이 있는가 하면, ‘산업’에 방점을 두고 방송, 광고, 디
자인, 문화콘텐츠 등을 중심으로 문화산업을 정의하는 국가들도 있다. 주
로 유럽 국가들이 전자에 해당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해 호주, 캐나다와 같
은 비유럽 국가들이 후자의 관점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영국과 중
국에서는 창조산업의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문화산업의 정의와 개념이 국가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국제비교
에는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최근 들어 문화산업의 경제사회적 중요성이
강조되고 글로벌 환경 하에서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이를 측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문화산업의 표준적 체계와
평가지표를 확립하려는 시도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1980년대 UNESCO
를 필두로 1990년대 이후에는 EC, OECD, UNCTAD(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등이 논의에 합류하였다. 2009년 정비된 UNESCO
의 문화통계체계(Framework for Cultural Statistics: 이하 FCS)는 이러
한 노력의 집약된 결과물이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우선 2009 UNESCO FCS의 분류체계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문화통계에 관한 국제적 논의를 토대로 우리나라 문화산업 및 문화고용
통계를 재구성하는 방안을 살펴볼 것이다.

1. 2009 UNESCO 문화통계체계(FCS)
UNESCO 문화통계체계(FCS)는 개별 국가 혹은 국제적으로 문화통계
를 체계적으로 작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발되었다. 즉 문화에 대한 보편
적인 이해를 토대로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측면(경제적․사회적, 공
공․민간, 공식․비공식)에서 문화의 기능과 역할을 파악하기 위한 분류
체계이다.
1986년에 처음 만들어진 FCS(UNESCO, 1986)에서는 문화 영역을 10
개 범주, 5개 기능으로 구분하여 문화통계의 구조적 프레임웍을 제시하였
으며(표 2-1), 이 체계는 지난 20여 년간 문화통계의 기본 틀로서 활용되
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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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1986 UNESCO 문화통계체계(FCS)
기 능
범 주

창작/
생산

전달/
보급

소비

보존/
등록

참여

0 문화재(Cultural Heritage)
1 출판․문학(Printed Matter &
Literature)
2 음악(Music)
3 공연(Performing Arts)
4 미술․사진(Visual Arts &
Photography)
5 영화(Cinema)
6 방송(Radio & Television)
7 사회문화활동(Socio-cultural
Activities)
8 스포츠․게임(Sports & Games)
9 환경․자연(Environment &
Nature)
자료 : 1986 UNESCO Framework for Cultural Statistics.

그러나 1990년대 이후 IT산업의 결합과 글로벌화에 따른 문화의 급속
한 산업화 추세, 그리고 문화의 경제적 역할 및 중요성 등을 적절히 반영
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보임에 따라 FCS의 개정 필요성이 다각도로 논
의되었다.
2009 FCS는 1986 FCS를 토대로 최근의 변화된 환경, 즉 신기술의 등
장 및 글로벌화 등으로 인해 문화의 생산 및 소비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
들을 반영하여 문화 영역을 재구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와 함께
경제적 측면에서 문화부문의 중요성을 감안해 경제통계체계 내에서 문화
부문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데도 역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문화부문 통계가 현재 통용되는 다양한 국제기준들을 이용하여 작성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매칭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2)
2) 문화상품 및 문화산업 분류는 국제상품분류(CPC)와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문화
상품 교역은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와 서비스수지확장분류체계(EBOPS), 문
화관련 직업은 국제표준직업분류(ISCO), 문화활동은 국제생활시간분류(ICATUS)
등과 매칭될 수 있도록 하여 측정의 일관성과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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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FCS의 기본 구조와 영역은 아래의 <표 2-2>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문화부문은 기본 영역에 해당하는 6개 영역(A. 문화재․박물관; B.
공연․음악; C. 미술․사진․공예; D. 도서․출판; E. 영화․방송․게임;
F. 디자인․건축․광고)과 2개의 결합 영역(G. 관광; H. 스포츠․오락)으
로 구분되며, 모든 영역에 걸친 공통 및 지원 영역으로 무형문화재, 교
육․훈련, 보관․보존, 장치․소재 등의 분야가 포함된다.
<표 2-2> 2009 UNESCO 문화통계체계(FCS)에서의 문화부문의 범주
구분
A. 문화재․자연유산
B. 공연․음악
C. 미술․사진․공예 기
본 D. 도서․출판
영
역
E. 영화․방송․게임
F. 디자인․건축․광고
G. 관광
결
합
영
H.
스포츠․오락
역
-

해당 분야
Museums (also virtual)
Archeological & Historical Places
Cultural Landscapes
Natural Heritage
Performing Arts
Music
Festivals, Fairs and Feasts
Fine Arts
Photography
Crafts
Books
Newspaper and Magazine
Other printed matter
Library (also virtual)
Book Fairs
Film and Video
TV and Radio (also Internet live
streaming)
Internet podcasting
Video Games (also Online)
Fashion Design
Graphic Design
Interior Design
Landscape Design
Architectural Services
Advertising Services
Charter travel and tourist services
Hospitality and accommodation
Sports
Physical fitness and well being
Amusement and Theme
Gambling

주 : 구체적인 업종 코드는 <부표 1> 참조.
자료 : 2009 UNESCO Framework for Cultural Statistics.

공통 및 지원 영역

무
형
문
화
재

교
육
․
훈
련

보
관
․
보
존

장
치
․
소
재

무
형
문
화
재

교
육
․
훈
련

보
관
․
보
존

장
치
․
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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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2009 UNESCO 문화통계체계(FCS)
범 주

문화
영역

결합
영역

창작

생산

기 능
보급

전시/전달 소비/참여

문화재․자연유산
공연․음악
미술․사진․공예
도서․출판
영화․방송․게임
디자인․건축․광고
관광
스포츠․오락

자료 : 2009 UNESCO Framework for Cultural Statistics.

한편 문화 혹은 문화상품은 일정한 순환 과정을 거치면서 재생산되고
발전하는데, 2009 FCS에서는 창작 ⇒ 생산 ⇒ 보급 ⇒ 전시/전달 ⇒ 소비
/참여의 5개 과정을 문화의 순환 과정(culture cycle)으로 파악하였다.3)
이에 따라 문화부문을 평면적으로 유형화하여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화의 생산과 소비의 구체적 양태를 함께 파악하는 매트릭스 방식으로
지표가 작성되도록 권고하고 있다.4)
2009 FCS는 문화부문과 별도로 문화고용(cultural employment)을 측
정하기 위한 기준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문화고용은 문화의 순환 과
정에서 소비/참여 이전 단계에 관여하고 있는 모든 종사자로 정의될 수
있다. 여기에는 문화부문5)에 종사하는 자 이외에도 비문화부문에서 문화
적 직업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된다. 예컨대, 자동차산업에 종사하는 디자
이너는 비문화산업의 문화직업 종사자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그
림 2-1]과 같이 묘사될 수 있다.

3) 1986 FCS에서 창작/생산, 전달/보급, 소비, 보존/등록, 참여의 5개 기능으로 구분되
었던 것을 수정한 것이다.
4) 모든 문화활동이 5단계를 거치는 것은 아니며, 어느 단계에서든 시작될 수 있고 몇
개의 과정이 결합되어 발생할 수도 있다. 예컨대, 문화재 관련 활동은 전시/전달
⇒ 소비/참여의 두 단계만을 거치게 된다.
5) 협의의 문화적 고용은 6개 기본 영역에 한정되지만, 광의의 문화적 고용에는 이외
에도 문화 관련 분야(관광, 스포츠․오락) 종사자가 포함된다.

16

고용구조 선진화를 위한 서비스산업의 일자리창출 역량제고 방안(Ⅱ)

[그림 2-1] 문화고용(cultural employment)

문화산업

비문화산업

문화직업

문화직업

비문화직업

자료 : 2009 UNESCO Framework for Cultural Statistics.

문화적 직업은 국제표준직업분류(ISCO)를 이용해 판별할 수 있는데,
사서, 기록보관인, 큐레이터(262); 작가, 언론인, 언어학자(264); 창작 및
공연예술가(265); 예술, 문화 및 요리 관련 전문가(343); 방송, 음향 및 영
상 레코드 기술자(3521); 수공예 근로자(73) 등과 같은 직종이 핵심적인
문화직업으로 간주된다.6)
따라서 문화고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를 함께 고
려하여 <표 2-4>와 같은 매트릭스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 표에서 진한
부분은 문화고용으로 간주된다.
<표 2-4> 문화고용의 구조
산업분류
문화산업
직업
분류

문화직업

문화고용

비문화직업

문화고용

비문화산업
문화고용

6) ISCO 08를 이용한 문화직업 전체 리스트는 <부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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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화부문에서 가내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데, 이러한
경제활동은 통계적으로 잘 포착되지 않는다. 또한 문화 관련 직업은 통상
주된 일자리이기보다는 부업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고, 자원봉사나 비
보상활동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문화
고용 규모는 일반적으로 과소 측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한계를 보
완하기 위해 문화적 참여(cultural participation)의 개념을 도입하고 생활
시간조사(time use survey : TUS)를 이용해 개인의 문화참여 시간을 측
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2. 우리나라 문화산업 분류체계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과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 문화
산업의 정의와 범주를 규정하고 있다.
문화예술진흥사업 및 활동지원을 일차적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진흥
법｣(1972년 제정)에서는 제2조(정의) 제2항에서 문화산업을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ㆍ제작ㆍ공연ㆍ전
시ㆍ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7) 이는 문화
예술의 산업화에 초점을 맞춘 정의라 할 수 있다.
문화산업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정의와 범주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1999년 제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동법 제2조(정의)에서는 문화산업이
란 “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으로 정의되며, 구체적으로는 영화ㆍ비디오, 음악ㆍ
게임, 출판ㆍ인쇄, 방송, 문화재, 만화ㆍ캐릭터ㆍ애니메이션, 디자인(산업
디자인 제외)ㆍ광고, 공연ㆍ미술, 전통문화, 그 외 각종 문화콘텐츠 관련
산업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8)

7) ‘문화산업’이라는 용어와 정의는 1995년부터 동법에 삽입되었으며, 2003년부터 문
화상품의 ‘기획’ 분야도 문화산업에 포함되게 되었다.
8) 이 조항은 2009년 2월 문화콘텐츠산업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전면 개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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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영화․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나. 음악․게임과 관련된 산업
다. 출판․인쇄․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마.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바.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
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사.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
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
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아. 그 밖에 전통의상․식품 등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산업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이 정의에 의하면 문화산업의 개념은 문화예술 활동과 연관된 산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모든 유․무형의 재화 및 서
비스 관련 산업으로 그 범주가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법적 정의를 2009 UNESCO FCS와 비교하면 건
축 분야와 산업디자인 분야가 제외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한편 최근 각종 통계 및 정책 지표에서 문화산업보다 자주 사용되는
용어로 문화콘텐츠산업이라는 개념이 있다. ‘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
가 체화된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지칭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3․4항). 정의에 비추
어 문화콘텐츠산업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언제든지 재생산이 가능한 문화
적 요소와 관련된 산업으로 이해될 수 있다. 엄밀하게는 미디어산업을 제
외한 문화산업을 지칭하지만, 현실에서 문화콘텐츠산업은 문화산업과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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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문화산업,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용어의 정의
용어

문화산업진흥기본법 (2009년 이후)

문화상품

문화적 요소(예술성, 창의성, 오락성, 여가성, 대중성) + 경제
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ㆍ무형의 재화 및 서비스

문화산업

문화상품+기획,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소비 및 관련 서비스

콘텐츠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

문화콘텐츠

문화적 요소+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문화콘텐츠+디지털 형태로 제작․처리
멀티미디어콘텐츠 콘텐츠+복합미디어 형태
공공문화콘텐츠

문화콘텐츠+공공기관에서 보유․관리

에듀테인먼트

문화콘텐츠+교육적 활용

동일한 개념처럼 사용되고 있다.
｢2009 문화산업통계｣에서는 문화산업을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에듀테인먼트 등 10개 분야로 분류하고
있다. 각 분야별 고용 현황은 <표 2-6>과 같다. 2008년 현재 문화산업 종
사자는 44만 7천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 방식은 문화산업 전체를 포괄한다기보다는 문화콘
텐츠산업에 한정하여 산업 및 고용 규모를 파악하는 것으로,9) 문화산업
중 문화재, 공연예술, 창작예술, 공예, 전통문화 등과 같이 산업화가 덜 되
었거나 매체를 통한 대량생산이 가능하지 않은 영역은 제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개념과 분류 방식은 전형적으로 산
업적 관점에서 문화산업을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통계청은 2000년부터 표준산업분류 체계 내에서 특수목적용 분류
로서 ‘문화산업 특수분류’를 별도로 고시하여 문화산업에 관한 총체적인
시장 규모 및 전체 산업에서 문화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파악할 수 있도
록 하였다. 문화산업 특수분류(9차 개정)는 UNESCO FCS의 문화산업 개
념에 유사하도록 출판, 음악․영화․애니메이션, 방송, 게임, 공연, 공예품
9) 문화관광부의『2008 문화산업백서』에서는 이들 산업에 대해 문화산업 대신 문화
콘텐츠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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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문화산업 종사자수
(단위 : 명, %)
2004
출판1)

2005

2006

2007

225,086 214,904 218,377 225,347 210,084

△1.7

10,709

2.4

△9.0

3.9

75,027

75,648

16.9

0.8

3.1

32,714

36,828

42,730

9.6

16.0

△2.4

25,769

23,935

19,908

4.5

△16.8

△11.1

3,580

3,412

3,847

3,924

0.9

2.0

2.2

30,530

29,634

29,308

28,913

29,669

6.6

2.6

△0.7

28,854

29,625

27,487

29,416

30,700

6.9

4.4

1.6

8,286

8,825

19,889

21,846

21,092

4.7

△3.5

26.3

5,048

5)

1,979

2,465

0.6

24.6

△24.4

458,926 455,757 436,685 458,910 446,929

100.0

△2.6

△0.7

9,185

9,048

12,818

11,772

음악

66,870

65,346

65,431

게임

47,051

60,669
4)

3,600

방송
광고

애니메이션

캐릭터
에듀테인먼트
전체

전년대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6.8

3)

영화

구성비
47.0

2)

만화

2008

31,898 29,078

7,566

1,480

주 : 1) 인쇄업 종사자수 및 계약배달직 종사자수 포함(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인용)
2) 2006년부터 아동․어린이만화 종사자 포함.
3) 노래방 종사자수 포함(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인용)
4) 비디오/DVD감상실 종사자수 3,048명, 비디오/DVD임대 종사자수 9,078명 포
함(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인용).
5) 디지털교육 및 정보산업은 2005년도 기준 조사까지 실시하고, 2006년도 기준
조사 시 에듀테인먼트산업으로 변경하고, 온라인정보 분류를 제외 및 유통분
야를 추가하여 조사 실시함.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09 문화산업통계』.

및 한복, 광고, 전문디자인, 기타 문화산업(건축 포함) 등 9개 대분류 체
계10)를 가지고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세세분류 항목을 제시하였다(표
2-7).
그러나 2010년에 문화산업통계와 콘텐츠산업통계를 통합하면서 기존
‘문화산업 특수분류’는 폐지하고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체계로 개편하였다.
새로 제정된 콘텐츠산업 특수분류는 출판, 음악․영화․애니메이션, 방
10) 2000년 당시 문화산업 특수분류는 출판, 음반, 게임, 영화, 방송, 공연, 기타 문화
산업, 교육서비스 등 8개 대분류체계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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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문화산업 특수분류(2010년 폐지)
대분류
1-1
1-2
1-3
2-1
2-2
2. 음악, 영화·비디오,
애니메이션 산업
2-3
2-4
3-1
3. 방송산업
3-2
3-3
4-1
4-2
4. 게임산업
4-3
4-4
5-1
5. 공연산업
5-2
6-1
6. 공예품 및 한복산업
6-2
7-1
7. 광고산업
7-2
8-1
8-2
8. 전문 디자인산업
8-3
8-4
9-1
9-2
9. 기타 문화산업
9-3
9-4
1. 출판산업

중분류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인쇄업
서적, 잡지 및 신문유통 및 임대업
음악, 영화․비디오, 애니메이션 제작업
음악, 영화․비디오물 복제 및 제작 관련 서비스업
음악, 영화․비디오, 애니메이션 유통 및 임대업
음악, 영화․비디오, 애니메이션 제공업
방송 제작업
방송 제공업
방송업
게임 제작업
게임기 제조업
게임 유통 및 임대업
게임 제공업
공연업
공연 관련 서비스업
공예품 및 한복 제작업
공예품 및 한복 유통업
광고 대행업
기타 광고업
인테리어 디자인업
제품 디자인업
시각 디자인업
기타 전문디자인업
도서관, 사적지 관련 서비스업
오락 관련 서비스업
건축설계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사진촬영 및 처리업

주 : KSIC 9차 개정 기준이며, 2010년 2월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제정으로 폐지.

송, 게임, 공연, 광고, 캐릭터, 정보서비스 등 8개 대분류체계로 이루어져,
정보서비스업, 소프트웨어개발산업 등 문화산업 특수분류에 포함되지 않
았던 일부 콘텐츠산업이 포함되는 한편,11) 이전의 문화산업 특수분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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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어 있던 공예, 문화재, 오락, 건축 등의 분야는 제외되었다(표 2-8).
이로써 우리나라 문화산업 개념은 산업적 특성을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
로 변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문화콘텐츠산업통계가 문화산업통계를 대체
하여 사용되는 사례가 더욱 보편화되었다.
<표 2-8> 콘텐츠산업 특수분류(2010년 제정)
대분류
1. 출판산업

중분류
1-1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1-2 서적, 잡지 및 신문 유통 및 임대업
2-1 음악, 영화․비디오, 애니메이션 제작업

2. 음악, 영화·비디오,
애니메이션산업

2-2 음악, 영화․비디오물 복제 및 제작 관련 서비스업
2-3 음악, 영화․비디오, 애니메이션 유통 및 임대업
2-4 음악, 영화․비디오, 애니메이션 제공업
3-1 방송 제작업

3. 방송산업

3-2 방송 제공업
3-3 방송업
4-1 게임 제작업

4. 게임산업

4-2 게임기 제조업
4-3 게임 유통 및 임대업
4-4 게임 제공업

5. 공연산업
6. 광고산업

5-1 공연업
5-2 공연 관련 서비스업
6-1 광고 대행업
6-2 기타 광고업
7-1 캐릭터 제작업

7. 캐릭터산업

7-2 캐릭터 상품 제조업
7-3 캐릭터 상품 유통업

8. 정보서비스산업

8-1 포털 및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8-2 기타 정보 서비스업

11) 통계청의 ‘정보통신기술산업 특수분류’(2009년 11월 개정)와의 중복을 배제하기
위해 시스템 및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업, 호스팅 및 관련 서
비스업 등은 콘텐츠산업 특수분류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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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문화산업 특수분류가 폐지되면서 국제적 분류체계를 토대로 우
리나라 문화산업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
다. 문화적 요소의 생산과 소비, 그리고 문화의 경제사회적 가치를 종합
적으로 파악하고 문화산업의 보편적인 개념에 부합하여 국제비교가 용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문화산업 분류체계
를 재정비하려는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2절 우리나라 문화고용의 현황과 변화 추이

이 절에서는 문화부문의 산업적 측면에 주안점을 둔 기존의 분류 방식
대신에 문화적 특징 및 요소를 중심으로 문화산업을 정의하고 있는
UNESCO FCS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문화산업 및 문화고용의 현황 및 특
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2009 FCS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문화산업 및 문화고용의 분류체계를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2009 FCS에서 제시된 문화산업 업종코드 및 문화
직업코드를 우리나라 표준산업분류 및 표준직업분류 체계에 적용하여야
한다. 문화산업 분류와 관련해서는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과거 ‘문화산
업 특수분류’가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지만 문화직업의 개념
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의미 있는 작업
이 될 것이다.
또한 문화부문의 분류체계가 논의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 전체를 대
상으로 조사된 자료를 이용해 문화산업 및 문화고용의 규모와 지위를 객
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문화부문의
표준분류체계를 이용하여 문화산업 및 문화고용의 규모와 유형별 특징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예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다양한 분
석 자료를 이용하여 문화산업 및 문화고용의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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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문화산업(cultural sector)의 고용 현황
우리나라 사업체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자료는 통계청
의 ｢전국사업체조사｣이다. 전국사업체조사는 개인이 경영하는 농림어업
이나 가사서비스업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는 전수조사로서, 사업의 종류와 조직 형태, 종사자 지위별 종사자
수 등 사업체의 기본 특성들을 살펴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사업의 종류는
주사업을 기준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업종까지 파악되어 가장
상세한 업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사업체조사｣를 이용해 문화산업의 고용 현황을 살펴보려면 우선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문화산업 분류체계의 재구성이 필요
하다. <표 2-9>는 2009 FCS에 따른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범위 및 분류
체계를 재구성한 것이다. 문화산업 유형별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항목을 정리한 매칭코드표는 <부표 3>에 정리되어 있다.
<표 2-10>은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를 보여주고
있다. 2008년 현재 핵심문화산업에 속하는 사업체는 약 6만 4천 개로 전
체 사업체수의 2.0%를 차지하며, 종사자수는 약 42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
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디자인․건축․광고(13.7만 명)의
고용이 가장 많고, 도서․출판(10.1만 명), 영화․방송․게임(9.1만 명)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 밖에 미술․사진․공예 분야에 4만 명, 공연․음악
분야에 3.4만 명, 문화재․자연유산 분야에 1.6만 명이 취업하고 있다.
한편, 생활문화산업 분야에는 약 20만 9천 개 사업체에 약 62만 명
(3.8%)이 종사하고 있는데, 관광 분야에 약 24만 명, 스포츠․오락 분야에
약 38만 명이 종사하고 있다. 핵심문화산업과 생활문화산업을 포괄하는
문화산업 종사자수는 약 104만 명(전 산업 대비 6.4%) 정도로 추산된다.
그밖에 연관산업 분야에는 약 18만 4천 개 사업체에 약 94만 명(5.8%)이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문화 관련산업 전체에 고용된 인
원은 약 198만 명, 전 산업 대비 고용 비중은 12.2%에 이르는 것으로 파
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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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분류체계
분류
상세 구분
<핵심문화산업>
박물관․사적지
A. 문화재․자연유산
자연공원
공연
악기 제조
B. 공연․음악
음반 제작
음반 판매
비공연예술
C. 미술․사진․공예 사진
공예
도서관
출판
신문
D. 도서․출판
기타 출판
서적 판매․대여
게임
영상물 제작
영상물 제작관련
영상물 배급
영화상영
E. 영화․방송․게임
라디오
방송
뉴스․정보제공
비디오 대여
영상물 소매
디자인
F. 디자인․건축․광고 건축
광고

분류
상세 구분
<생활문화산업>
철도운송
육상운송
수상운송
항공운송
G. 관광
숙박
여행사
기타 여행지원
스포츠용품 대여
경기장 운영
스포츠클럽활동
기타 스포츠활동
H. 스포츠․오락
도박․게임장
놀이공원
여가활동
스포츠․여가 교육
<연관산업>
고등교육
I. 공통영역
인문학(종교)
공연․음악 관련
사진․공예 관련
출판 관련
S. 장치․지원
영화․방송 관련
디자인․광고 관련
스포츠․오락 관련

그러나 연관산업의 경우 문화부문으로서의 특정성이 약하거나(고등교
육 등), 장치․소재 관련 제조업(주로 IT제조업), 문화매체의 임대, 판매
및 수리와 관련된 산업에 해당되어 문화산업 범주에 직접 포함시켜 논의
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이하에서 문화산
업에는 연관산업은 제외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2007∼08년 기간 중 문화산업 및 관련산업의 고용변동을 살펴보면, 핵
심문화산업에서는 고용이 15천 명이 증가하여 3.8%의 증가율을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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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단위 : 개소, 명, %)

<핵심문화산업>
A. 문화재․자연유산
B. 공연․음악
C. 미술․사진․공예
D. 도서․출판
E. 영화․방송․게임
F. 디자인․건축․광고
<생활문화산업>
G. 관광
H. 스포츠․오락
문화산업 계
*연관산업
I. 공통영역
S. 장치․지원
문화관련산업 계
전체

2007
사업체수 종사자수
66,088
404,437
(2.03)
(2.54)
1,164
14,351
(0.04)
(0.09)
4,172
34,081
(0.13)
(0.21)
15,697
42,748
(0.48)
(0.27)
17,314
104,504
(0.53)
(0.66)
9,783
89,167
(0.30)
(0.56)
17,958
119,586
(0.55)
(0.75)
210,151
618,729
(6.44)
(3.88)
50,701
243,308
(1.55)
(1.53)
159,450
375,421
(4.89)
(2.35)
276,239
1,023,166
(8.47)
(6.42)
186,891
978,515
(5.73)
(6.14)
86,394
389,543
(2.65)
(2.44)
100,497
588,972
(3.08)
(3.69)
463,130
2,001,681
(14.19)
(12.55)
3,262,925 15,943,674
(100.00)
(100.00)

주 : ( )은 전 산업 대비 구성비.
자료 : 통계청(2007․2008), ｢전국사업체조사｣.

2008
사업체수 종사자수
64,395
419,809
(1.97)
(2.58)
1,197
16,258
(0.04)
(0.10)
4,144
33,851
(0.13)
(0.21)
15,173
40,428
(0.46)
(0.25)
16,451
100,649
(0.50)
(0.62)
8,299
91,143
(0.25)
(0.56)
19,131
137,480
(0.59)
(0.84)
209,397
620,849
(6.41)
(3.81)
50,959
243,771
(1.56)
(1.50)
158,438
377,078
(4.85)
(2.32)
273,792
1,040,658
(8.39)
(6.39)
184,018
941,074
(5.64)
(5.78)
87,735
366,278
(2.69)
(2.25)
96,283
574,796
(2.95)
(3.53)
457,810
1,981,732
(14.02)
(12.17)
3,264,782 16,288,280
(100.00)
(100.00)

고용변동
[증감률]
15,372
[ 3.8]
1,907
[13.3]
-230
[-0.7]
-2,320
[-5.4]
-3,855
[-3.7]
1,976
[ 2.2]
17,894
[15.0]
2,120
[ 0.3]
463
[ 0.2]
1,657
[ 0.4]
17,492
[ 1.7]
-37,441
[-3.8]
-23,265
[-6.0]
-14,176
[-2.4]
-19,949
[-1.0]
344,606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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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 산업 평균 고용증가율(2.2%)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
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생활문화산업에서는 고용이 거의 정체(0.3%)되었던 것으로 나타
나고, 제조업 비중이 큰 연관산업에서는 고용이 크게 감소(-3.8%)하였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핵심문화산업의 유형별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표 2-11), 건축(21.0%)
분야의 고용 비중이 월등히 크고, 그 밖에는 서적 판매․대여(7.9%), 광고
(7.6%), 공연(6.9%), 출판(6.2%), 신문(5.8%), 방송(5.6%), 공예(5.6%) 등
의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고용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2007～08년 기간 중 고용변동을 살펴보면, 디자인, 건축, 광고 등 전문
사업서비스 분야에서 고용 증가가 특히 현저하였으며, 자연공원, 도서관,
박물관․사적지, 라디오 및 방송 등 공공재 영역에서 고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영상물 배급이나 게임 등의 분야에도 고용 증가
가 컸던 것으로 확인된다. 특징적인 것은 영상물 제작 분야에서는 고용이
감소하지만 영상물 배급 및 상영 분야에서는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인데, 이는 영상물 소비가 대량화․대중화되는 등의 변화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제작사와 배급사 간의 역학관계가 변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현
상으로도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음반 판매, 비디오 대여, 영상물 소매 등에서 고용이 가장 큰 폭으
로 감소하였다. 이는 오디오 및 비디오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소비행태가
변하면서 소규모 개인사업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소매․대여업이 쇠락하
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뉴스․정보 제공, 악기 제조, 공예
등의 분야에서 고용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문화산업의 업종별 고용 현황을 보면, 숙박업(22.3%)의 고용 비중
이 가장 크고, 스포츠․여가 교육(18.2%), 경기장 운영(18.0%), 여가활동
(10.9%), 도박․게임장(10.7%)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 비중을 보이는
분야이다. 이 중 경기장 운영업은 스포츠클럽 활동과 함께 빠르게 확대되
는 양상을 보였지만 여가활동, 도박․게임장 등은 고용이 크게 감소하였
다. 한편 숙박업과 스포츠․여가 교육은 고용이 정체되거나 근소하게 감
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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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문화산업 세부유형별 고용 현황
2007
2008
종사자수
종사자수
<핵심문화산업>
8,077
8,729 (2.1)
A. 문화재․ 박물관, 사적지
자연유산 자연공원
6,274
7,529 (1.8)
공연
28,044
28,769 (6.9)
악기 제조
2,786
2,345 (0.6)
B. 공연․음악
음반 제작
1,877
1,930 (0.5)
음반 판매
1,374
807 (0.2)
비공연예술
718
748 (0.2)
C. 미술․사 사진
15,999
16,046
(3.8)
진․공예
공예
26,031
23,634 (5.6)
도서관
9,137
10,351 (2.5)
출판
26,085
25,913 (6.2)
D. 도서․출 신문
25,991
24,152 (5.8)
판
기타 출판
8,035
7,125 (1.7)
서적 판매․대여
35,256
33,108 (7.9)
게임
16,333
20,167 (4.8)
영상물 제작
13,441
12,612 (3.0)
영상물 제작관련
2,116
2,216 (0.5)
영상물 배급
2,764
3,673 (0.9)
8,581
9,172 (2.2)
E. 영화․방송 영화상영
․게임
라디오
1,541
1,774 (0.4)
방송
21,997
23,537 (5.6)
뉴스․정보제공
12,642
10,494 (2.5)
비디오 대여
8,496
6,503 (1.5)
영상물 소매
1,256
995 (0.2)
디자인
12,859
17,348 (4.1)
F. 디자인․ 건축
77,453
88,302 (21.0)
건축․광고
광고
29,274
31,830 (7.6)
<생활문화산업>
철도운송
10,819
7,889 (1.3)
육상운송
31,711
39,663 (6.4)
수상운송
2,414
2,590 (0.4)
G. 관광
항공운송
16,742
16,428 (2.6)
숙박
139,012
138,710 (22.3)
여행사
36,900
32,574 (5.2)
기타 여행지원
5,710
5,917 (1.0)
스포츠용품 대여
2,850
2,519 (0.4)
경기장 운영
96,410
111,594 (18.0)
스포츠클럽활동
2,963
3,740 (0.6)
3,610
3,486 (0.6)
H. 스포츠․ 기타 스포츠활동
오락
도박․게임장
70,653
66,457 (10.7)
놀이공원
8,767
9,038 (1.5)
여가활동
75,450
67,494 (10.9)
스포츠․여가 교육
114,718
112,750 (18.2)
주 : ( )안은 핵심문화산업 및 생활문화산업 각각의 소계 대비
자료 : 통계청(2007․2008), ｢전국사업체조사｣.

(단위 : 명, %)
고용변동
증감수
증감률
652
1,255
725
-441
53
-567
30
47
-2,397
1,214
-172
-1,839
-910
-2,148
3,834
-829
100
909
591
233
1,540
-2,148
-1,993
-261
4,489
10,849
2,556

8.1
20.0
2.6
-15.8
2.8
-41.3
4.2
0.3
-9.2
13.3
-0.7
-7.1
-11.3
-6.1
23.5
-6.2
4.7
32.9
6.9
15.1
7.0
-17.0
-23.5
-20.8
34.9
14.0
8.7

-2,930
7,952
176
-314
-302
-4,326
207
-331
15,184
777
-124
-4,196
271
-7,956
-1,968
구성비.

-27.1
25.1
7.3
-1.9
-0.2
-11.7
3.6
-11.6
15.7
26.2
-3.4
-5.9
3.1
-1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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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핵심문화산업의 고용 동향
(단위 : 명, %)

[그림 2-3] 생활문화산업의 고용 동향
(단위 : 명, %)

그 밖에 여행사와 스포츠용품 대여업의 고용 감소폭이 컸으며, 여객운
송업 중에서는 육상운송(시내운송 제외)의 고용이 크게 증가하고 철도운
송은 고용이 크게 감소하였다. 수상운송에서는 고용 증가율이 비교적 높
았지만 절대적인 규모는 많지 않다.
생활문화산업에 속하는 업종들은 상당 부분이 관광산업 범주와 중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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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관광산업을 다루는 절에서 보다 상세하게 논의될 것이다.12)

2. 문화고용(cultural employment) 현황
2009 FCS에 따른 문화고용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업종과 직종 모
두를 세세분류까지 파악할 수 있는 분석 자료가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이
러한 조건에 정확하게 부합되는 자료는 없다.
그나마 이러한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자료가 한국고용정보원의 ｢산
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OES)이다. OES에서는 산업은 한국표준산업
분류(KSIC) 소분류(3-digit), 직업은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세분류
(4-digit)까지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산업 및 문화직업에 대한 분류
코드를 각각 소분류와 세분류 수준에 맞추어 조정해 주어야 한다.
세세분류(5-digit) 기준으로 작성된 문화산업 분류를 소분류 기준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확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
중치 조정 방법을 이용하였다. 즉 전국사업체조사를 기초로 소분류 수준
에서 문화 업종의 고용 비중을 구하고 이를 가중치로 하여 소분류 업종별
고용을 문화부문과 비문화부문의 고용으로 배분해 주는 방식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  ⇒   


  
 























   




 

     

여기서 E는 고용량이고, 하첨자 i3와 i5는 각각 소분류와 세세분류 업
종을, 상첨자 c는 문화부문, nc는 비문화부문을 의미한다. 전국사업체조
사로부터 구한




를 OES 자료에서 파라미터로 활용하면 소분류 업종별

고용을 문화부문 고용과 비문화부문 고용으로 나눌 수 있다.13)
12) 관광 분야는 물론이고, 스포츠․오락 분야 중 상당 부분도 관광산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의 관광산업 개념 및 정의에 따르면 주거지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오락 활동은 관광부문에 포함된다.
)은 <부표 4>에 수록하였다. 표
13) KSIC 소분류별 문화부문 구분표와 고용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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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문화부문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산출된 문화부문의 유형별 고용현황은 <표 2-12>
와 같다. 2008년 기준으로 핵심문화산업의 고용은 전체 취업자의 2.8%,
생활문화산업의 고용은 전체 취업자의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관산
업에는 전체 취업자의 4.9%가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사업체조사를 토대로 추정한 수치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앞의 표
2-10 참조).
핵심문화산업의 고용은 2000년대 초반 감소세를 보이다 2006년부터 다
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생활문화산업의 고용은 2000년대 초반 정체
하였으나 2006년 이후에는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
관산업 고용도 2006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2000년대 초반 수
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14)
[그림 2-4] 문화산업 취업자 비중 변화 추이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OES)」, 각 연도.

에서 문화산업 고용 비중에는 핵심문화산업과 생활문화산업만이 포함되었다.
14) 2008년에 산업분류체계(KSIC 9차)가 바뀌어 2007～08년 사이 시계열상 불일치가
존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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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문화산업의 분야별 고용 현황
(단위 : 천명,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665
584
574
529
520
660
715
663
<핵심문화산업>
(3.01) (2.59) (2.56) (2.31) (2.24) (2.81) (3.01) (2.80)
16
9
9
7
11
13
13
20
A. 문화재․자연
유산
(0.07) (0.04) (0.04) (0.03) (0.05) (0.05) (0.06) (0.08)
46
44
51
48
53
66
83
95
B. 공연․음악
(0.21) (0.20) (0.23) (0.21) (0.23) (0.28) (0.35) (0.40)
88
75
75
63
61
60
68
64
C. 미술․사진
․공예
(0.40) (0.33) (0.33) (0.28) (0.26) (0.26) (0.29) (0.27)
164
178
176
148
146
185
157
148
D. 도서․출판
(0.74) (0.79) (0.78) (0.65) (0.63) (0.79) (0.66) (0.63)
174
105
105
107
100
149
154
127
E. 영화․방송․
게임
(0.79) (0.47) (0.47) (0.47) (0.43) (0.64) (0.65) (0.53)
177
173
159
156
150
187
240
210
F. 디자인․건
축․광고
(0.80) (0.77) (0.71) (0.68) (0.65) (0.80) (1.01) (0.88)
594
599
600
581
595
760
775
876
<생활문화산업>
(2.69) (2.66) (2.67) (2.54) (2.56) (3.24) (3.26) (3.69)
305
281
285
279
260
321
337
358
G. 관광
(1.38) (1.25) (1.27) (1.22) (1.12) (1.37) (1.42) (1.51)
288
318
315
302
334
440
438
518
H. 스포츠․오락
(1.31) (1.41) (1.40) (1.32) (1.44) (1.87) (1.84) (2.18)
1,076 1,019 1,021 1,018
968 1,189 1,229 1,168
연관산업
(4.87) (4.52) (4.55) (4.44) (4.18) (5.07) (5.18) (4.92)
309
341
328
357
366
421
428
433
I. 공통영역
(1.40) (1.51) (1.46) (1.56) (1.58) (1.79) (1.80) (1.82)
766
678
693
661
603
768
801
735
S. 장치․지원
(3.47) (3.01) (3.09) (2.88) (2.60) (3.27) (3.37) (3.10)
1,258 1,184 1,174 1,111 1,114 1,420 1,490 1,539
*문화산업
(5.70) (5.25) (5.23) (4.85) (4.81) (6.05) (6.27) (6.49)
2,334 2,203 2,194 2,128 2,082 2,609 2,719 2,708
*문화관련산업
(10.57) (9.77) (9.77) (9.29) (8.98) (11.12) (11.45) (11.41)
22,082 22,539 22,452 22,901 23,185 23,463 23,749 23,734
전체 취업자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 )안은 전 산업 취업자수 대비 구성비.
2) 2008년부터 산업분류체계(KSIC 9차)가 변경됨.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OES)」,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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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문화산업 유형별 취업자 비중 변화 추이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OES)」, 각 년도.

문화산업 유형별로 취업자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스포츠․오락, 관
광, 디자인․건축․광고 분야에서 최근 들어 고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도서․출판 분야는 최근 오히려 고용이 감소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그
림 2-5). 전체적으로 생활문화산업의 고용 확대가 최근의 고용 증가를 주
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문화직업은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세분류 수준에서 정의하였
다. KSIC 세분류별 문화직업 유형 분류는 <부표 5>에 수록되어 있다. 이
러한 분류체계에 따라 문화직업의 분야별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표 213>과 같다.
2008년 기준으로 핵심문화직업에는 전체 취업자의 3.4%, 생활문화직업
에는 전체 취업자의 1.9%, 연관분야직업에는 전체 취업자의 5.1%가 고용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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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문화직업의 분야별 고용 현황
(단위 : 천명, %)

<핵심문화직업>
A. 문화재․자연
유산
B. 공연․음악
C. 미술․사진․
공예
D. 도서․출판
E. 영화․방송․
게임
F. 디자인․건
축․광고
<생활문화직업>
G. 관광
H. 스포츠․오락
<연관분야직업>
I. 공통영역
S. 장치․지원
*문화직업
*문화관련직업
전체 취업자수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707
659
632
575
583
738
855
813
(3.20) (2.93) (2.81) (2.51) (2.51) (3.14) (3.60) (3.42)
5
6
6
5
3
6
6
7
(0.02) (0.03) (0.02) (0.02) (0.01) (0.03) (0.03) (0.03)
24
28
29
30
26
39
41
51
(0.11) (0.13) (0.13) (0.13) (0.11) (0.16) (0.17) (0.22)
102
82
90
73
81
55
86
76
(0.46) (0.36) (0.40) (0.32) (0.35) (0.24) (0.36) (0.32)
84
70
79
62
64
88
85
78
(0.38) (0.31) (0.35) (0.27) (0.28) (0.38) (0.36) (0.33)
55
47
48
47
48
81
84
83
(0.25) (0.21) (0.22) (0.20) (0.21) (0.35) (0.35) (0.35)
437
426
380
358
361
468
554
517
(1.98) (1.89) (1.69) (1.56) (1.56) (1.99) (2.33) (2.18)
263
294
294
257
294
403
415
460
(1.19) (1.30) (1.31) (1.12) (1.27) (1.72) (1.75) (1.94)
99
106
107
106
101
147
133
131
(0.45) (0.47) (0.48) (0.46) (0.44) (0.63) (0.56) (0.55)
163
188
186
151
192
256
282
329
(0.74) (0.83) (0.83) (0.66) (0.83) (1.09) (1.19) (1.39)
929 1,001
953
968
956 1,247 1,274 1,210
(4.21) (4.44) (4.24) (4.23) (4.12) (5.31) (5.37) (5.10)
424
550
540
541
580
735
732
747
(1.92) (2.44) (2.41) (2.36) (2.50) (3.13) (3.08) (3.15)
506
451
413
427
376
512
543
463
(2.29) (2.00) (1.84) (1.86) (1.62) (2.18) (2.29) (1.95)
969
953
925
832
876 1,141 1,270 1,273
(4.39) (4.23) (4.12) (3.63) (3.78) (4.86) (5.35) (5.36)
1,899 1,954 1,878 1,800 1,833 2,388 2,544 2,483
(8.60) (8.67) (8.37) (7.86) (7.90) (10.18) (10.71) (10.46)
22,082 22,539 22,452 22,902 23,186 23,464 23,749 23,73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 )안은 전 직업 취업자수 대비 구성비.
2) 2007년부터 직업분류체계(KECO 2007)가 변경됨.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OES)」,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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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문화직업 취업자 비중 변화 추이

주 : 2007년부터 직업분류체계(KECO 2007)가 바뀌어 2006∼07년 사이 시계열상 불
일치가 존재할 수 있음.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OES)」, 각 연도.
[그림 2-7] 문화직업 유형별 취업자 비중 변화 추이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OES)」, 각 연도.

문화직업 취업자수의 경우도 문화산업 취업자와 마찬가지로 2005년까
지 정체 혹은 감소세, 2006년 이후 증가세가 관찰되고 있다(그림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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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직업분류체계가 바뀌어 2006∼07년 사이 시계열상 불일치가
존재할 수 있지만 증가 양상은 2006년부터 나타나고 있어 결과에 크게 영
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문화직업 중에서는 디자인․건축․광고 분야 종사자가 약 3분의 2
를 차지하는데 이들이 2005년을 기점으로 증가가 두드러졌던 것으로 파
악되고 있다. 이 밖에도 생화문화산업에 속하는 스포츠․오락 분야의 직
업에서도 빠른 증가세가 관찰된다(그림 2-7).
<표 2-14>는 문화직업 세부유형별로 종사자수 현황 및 2005∼08년 사
이 고용 변동을 보여주고 있다.
핵심문화 분야의 경우, 고용 증가 인원으로는 전문디자이너, 건축가 및
건축공학 기술자 등에서 고용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지만, 증가율로는 아
나운서 및 리포터, 배우 및 모델, 메이크업 아티스트 및 분장사, 지휘자․
작곡가 및 연주가, 큐레이터 및 문화재 보존원, 웹 및 멀티미디어 디자이
너, 영상․녹화 및 편집 기사 등에서 고용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반면에 문화․예술․디자인 및 영상 관련 관리자, 음향 및 녹음기사,
공예원, 출판물 전문가, 촬영기사, 연예인 및 스포츠 매니저, 조사 전문가,
귀금속 및 보석 세공원, 악기 제조 및 조율사 등에서는 고용이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났다. 영상물의 1차 제작 관련 기술자나 다양한 문화제조업 분
야의 기능직종에서 고용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생활문화 분야에서는 기타 여가 및 스포츠 관련 종사원, 선박 및 열차
객실승무원, 직업 운동선수 및 경기심판, 피부미용 및 체형관리사, 항공기
객실승무원, 여행 사무원,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강사 등 대부분의 관
련직업에서 고용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부미용 및 체
형관리사와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강사는 증가 인원에서도 가장 큰 폭
의 증가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숙박․여행․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 여행상품 개발자, 경
기감독 및 코치 등에서는 고용이 감소하였는데, 여행 및 스포츠․레저활
동의 대중화와 관련되어 전반적으로 생활문화 분야 고용이 증가하고 있
지만 이용자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기획․개발 분야 등 전문가 영역은 아
직 확대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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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문화직업 세부 유형별 고용 현황
(단위 : 천명, %)
2005
2008
종사자수 종사자수
<핵심문화직업>
A. 문화재․자 큐레이터 및 문화재 보존원
인문과학 연구원
연유산
지휘자․작곡가 및 연주가
가수 및 성악가
무용가 및 안무가
B. 공연․음악 국악 및 전통예능인
마술사 및 기타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
악기 제조 및 조율사
행사기획자
문화․예술․디자인 및 영상관련 관리자
화가 및 조각가
C . 미 술․ 사 사진작가 및 사진사
진․공예 만화가 및 만화영화 작가
공예원
귀금속 및 보석 세공원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작가 및 관련 전문가
번역가
D. 도서․출판 통역가
기자 및 논설위원
출판물 전문가2)
감독 및 기술감독3)
배우 및 모델
아나운서 및 리포터
촬영기사
E . 영 화 ․ 방 음향 및 녹음 기사
영상․녹화 및 편집기사
송․게임
조명기사 및 영사기사
기타 연극․영화 및 영상 관련 종사자
연예인 및 스포츠 매니저
메이크업 아티스트 및 분장사
웹 및 멀티미디어 기획자
제품 디자이너
패션 디자이너
실내장식 디자이너
시각 디자이너
웹 및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F. 디자인․건 캐드원
축․광고 건축가 및 건축공학 기술자
토목공학 기술자
조경 기술자
도시 및 교통설계 전문가
광고 및 홍보 전문가
조사 전문가

1.4
2.0
4.8
4.4
0.0
2.4
1.6
3.6
8.9
6.8
8.8
17.0
6.5
30.8
10.6
8.2
7.8
9.4
5.3
16.0
17.5
12.8
3.3
0.7
5.0
5.9
3.4
3.5
5.0
2.9
1.3
4.2
19.4
17.5
23.0
36.3
14.6
25.5
111.4
89.8
7.2
5.8
7.6
2.7

4.6
2.6
16.7
6.3
4.4
2.7
2.5
3.5
15.4
4.0
8.9
24.5
10.7
19.1
9.0
13.4
15.1
11.7
5.6
20.1
11.7
20.2
14.9
6.0
3.9
3.6
7.5
4.3
5.9
2.3
5.8
8.7
26.8
29.9
31.1
62.7
47.1
40.0
142.4
102.3
10.5
9.9
12.3
2.3

고용변동1)
증감수
증감률
3.2
0.6
11.9
1.9
4.4
0.3
0.9
-0.1
6.5
-2.8
0.1
7.5
4.1
-11.7
-1.6
5.2
7.3
2.3
0.2
4.1
-5.8
7.4
11.6
5.3
-1.1
-2.3
4.0
0.8
0.9
-0.6
4.5
4.5
7.3
12.4
8.1
26.4
32.5
14.5
31.0
12.5
3.3
4.1
4.7
-0.4

49.8
9.9
51.4
12.7
4.4
16.5
-1.2
19.9
-16.3
0.5
12.9
17.7
-14.7
-5.4
17.8
24.8
7.6
1.5
7.9
-12.6
16.4
65.2
103.9
-8.2
-15.2
29.5
7.3
5.7
-7.6
63.3
27.2
11.2
19.5
10.6
20.0
47.8
16.2
8.5
4.4
13.3
19.4
17.3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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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의 계속
2005
2008
종사자수 종사자수
<생활문화직업>
숙박․여행․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
4)

음식서비스관련 관리자
여행상품 개발자
여행 사무원
G. 관광
여행 및 관광통역 안내원
숙박시설 서비스원5)
항공기 객실승무원
선박 및 열차 객실승무원
경기감독 및 코치
직업 운동선수, 경기심판 및 경기기록원6)
H. 스포츠․오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강사
락
기타 여가 및 스포츠 관련 종사원
피부미용 및 체형관리사
오락시설 서비스원

고용변동1)
증감수
증감률

7.7

6.2

-1.5

-7.1

11.1
12.2
11.1
8.4
45.3
5.1
0.5
8.1
2.0
50.4
0.9
23.4
107.5

13.2
7.3
23.2
11.2
53.9
12.9
3.2
3.6
7.9
81.2
27.0
74.0
135.5

2.0
-4.9
12.1
2.7
8.5
7.8
2.7
-4.5
5.9
30.8
26.0
50.6
28.0

5.8
-15.6
27.9
9.9
5.9
36.4
84.0
-24.0
58.7
17.3
209.7
46.8
8.0

주 : 1) 고용 변동에서 증감수는 2005∼08년 기간 중 증감 인원이고, 증가율은 연평
균 증감률임.
2) 2005년은 출판물기획전문가, 출판 및 자료편집 사무원의 합.
3) 2005년은 감독 및 연출자, 영화, 연극 및 방송 기술감독의 합.
4) 2005년은 미용․여행․오락․관리자, 숙박 관련 관리자의 합.
5) 2005년은 숙박시설접수사무원, 숙박시설서비스원의 합.
6) 2005년은 운동선수 및 경기심판의 합. 2008년은 직업 운동선수, 프로게이머
외 기타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경기심판 및 경기기록원의 합.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OES)」, 각 연도.

한편 FCS가 제시하는 문화고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앞의 [그림 2-1]
과 같이 산업과 직업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표 2-15>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2001～08년 기간 중 문화고용의 현황을 파악한 것이다. 그리고
<표 2-16>은 2008년에 한정해 문화고용의 구조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재구성한 것이다.
핵심문화고용, 즉 핵심문화산업에 종사하거나 핵심문화직업에 종사하
는 취업자의 규모는 2008년 현재 약 113만 명에 달하고 전체 고용의
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표 2-16의 진한 부분). 생활문화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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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2001∼08년의 문화고용 현황
(단위 : 천명, %)
구분
산업

직업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핵심

271

258

259

234

234

297

351

345

핵심 생활
문화 연관

4

4

3

1

2

3

2

2

55

47

34

38

31

52

44

42

비문화

335

276

278

256

253

308

318

274

핵심

7

4

2

3

6

4

6

6

생활 생활
문화 연관

201

234

232

203

236

301

294

342

52

65

66

61

68

91

99

124

334

297

299

314

285

365

376

404

핵심

53

41

42

39

40

64

66

59

연관 생활
분야 연관

2

3

4

2

3

3

4

2

388

402

378

382

373

453

483

447

비문화

632

574

597

595

552

670

676

660

핵심

377

358

328

299

303

374

432

403

비문 생활
화 연관

55

53

55

52

53

97

115

113

433

488

476

486

485

651

649

597

비문화

비문화
핵심문화고용
문화고용
문화관련고용

18,883 19,438 19,400 19,937 20,263 19,733 19,835 19,913
1,101

986

946

870

868

1,101

1,219

1,131

(4.99)

(4.37)

(4.21)

(3.80)

(3.75)

(4.69)

(5.13)

(4.77)

1,745

1,638

1,602

1,502

1,513

1,957

2,107

2,117

(7.90)

(7.27)

(7.13)

(6.56)

(6.52)

(8.34)

(8.87)

(8.92)

3,199

3,101

3,053

2,965

2,923

3,730

3,915

3,821

(14.49) (13.76) (13.60) (12.95) (12.61) (15.90) (16.48) (16.10)

주 : 1) ( )안은 전 산업 취업자수 대비 구성비.
2) 2007년부터는 직업분류체계(KECO 2007), 2008년부터는 산업분류체계(KSIC
9차)가 바뀌어 시계열상 불일치가 존재.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OES)」, 각 연도.

및 직업까지를 포괄하는 문화고용은 핵심문화고용의 두 배에 달하는 212
만 명, 8.9%로 추정되고 있다(표 2-16의 회색 영역 전체). 문화관련고용
으로 확대하면, 약 382만 명이 직․간접적으로 문화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고 이들은 전체 고용의 16.1%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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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 2008년 문화고용의 현황 및 구조
(단위 : 천명, %)
핵심

핵심

생활

연관

비문화

전체

생활

연관

비문화

전체

345

6

59

403

813

(42.4)

(0.7)

(7.3)

(49.6)

(100.0)

[52.0]

[0.7]

[5.1]

[1.9]

[3.4]

2

342

2

113

460

(0.4)

(74.4)

(0.5)

(24.6)

(100.0)

[0.3]

[39.1]

[0.2]

[0.5]

[1.9]

42

124

447

597

1,210

(3.5)

(10.2)

(37.0)

(49.3)

(100.0)

[6.4]

[14.1]

[38.3]

[2.8]

[5.1]

274

404

660

19,913

21,251

(1.3)

(1.9)

(3.1)

(93.7)

(100.0)

[41.3]

[46.1]

[56.4]

[94.7]

[89.5]

663

876

1,168

21,026

23,734

(2.8)

(3.7)

(4.9)

(88.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 )안은 행 기준 구성비이며, [ ]안은 열 기준 구성비.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OES)」, 각 연도.

핵심문화직업 종사자 가운데서는 42%만이 핵심문화산업에 종사하고
나머지는 다른 산업에 분포하는데, 특히 비문화산업에 종사하는 핵심문
화직업 종사자가 절반에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핵심문화산업
에서는 핵심문화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2%나 되어 해당 전문직업 의
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핵심문화직업 종사자와는 달리 생활문화직업 종사자는 74%가 생활문
화산업에 종사하고 있어 산업-직업 연관성이 매우 강하다는 점이 특징적
이다.
2001년 이후 핵심문화고용, 문화고용, 문화관련고용의 규모와 변화추이
는 [그림 2-8]과 같다. 2005년까지 문화고용은 감소세를 보였는데, 문화고
용에서의 감소폭이 핵심문화고용의 감소폭과 크게 다르지 않아,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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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문화고용 비중의 변화 추이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OES)」, 각 연도.

감소세를 주도한 것은 핵심문화고용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2005년
이후 문화고용은 증가세로 반전되었고 이러한 경향은 핵심문화고용뿐만
아니라 생활문화 및 관련 분야 고용을 포함하여 문화부문 전반에 걸쳐 나
타난 현상으로 분석된다.
<표 2-18>은 문화고용의 변동 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2005년 이전까지 핵심문화산업 및 핵심문화직업의 고용이 전반적으로 감
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2005년 이후에는 핵심문화산업 및 핵심
문화직업의 고용이 모두 증가한 가운데 핵심문화직업의 증가폭이 더욱
컸으며 특히 비문화산업에 종사하는 핵심문화직업 종사자수가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핵심문화부문의 연관효과가 전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
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생활문화 분야의 경우, 2005년 이전에는 생활문화산업의 규모는 정체
되어 있었으나 생활문화직업은 꾸준한 증가세(2.8%)를 보였는데, 2005년
이후에는 생활문화산업이 확대되면서 생활문화직업 종사자수는 연평균
16.1%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한편 연관부문은 2005년 이전까지 연관산업의 규모가 축소되고 연관직
업에서도 고용이 정체되었으나 2005년 이후 연관산업이 확대되면서 연관
직업도 빠르게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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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7> 문화고용의 변동
(단위 : 천명, %)
연평균 증감 인원
산업

직업

핵심
생활
핵심문화
연관
비문화
핵심
생활
생활문화
연관
비문화
핵심
생활
연관분야
연관
비문화
핵심
생활
비문화
연관
비문화
<문화산업>
핵심문화
생활문화
연관분야
<문화직업>
핵심문화
생활문화
연관분야
<문화고용>
핵심문화고용
문화고용
문화관련고용

연평균 증감률

2001∼05 2005∼08 2001∼08 2001∼05 2005∼08 2001∼08
-9.1
-0.5
-6.2
-20.5
-0.3
8.7
3.9
-12.1
-3.2
0.1
-3.9
-20.0
-18.5
-0.6
12.9
345.0

36.9
-0.1
4.0
7.1
0.1
35.5
18.5
39.7
6.3
-0.2
24.9
35.8
33.3
20.3
37.2
-116.7

10.6
-0.3
-1.8
-8.6
-0.1
20.2
10.19
10.1
0.9
-0.01
8.4
3.9
3.7
8.3
23.3
147.1

-3.5
-13.8
-13.8
-6.8
-4.4
4.1
6.8
-3.9
-6.6
5.2
-1.0
-3.3
-5.3
-1.1
2.8
1.8

13.8
-4.5
11.6
2.7
1.5
13.2
22.0
12.3
13.8
-7.2
6.3
6.1
10.0
29.2
7.2
-0.6

3.5
-10.0
-3.7
-2.8
-1.9
7.9
13.1
2.8
1.6
-0.3
2.0
0.6
1.0
10.9
4.7
0.8

-36.2
0.2
-26.9

47.9
93.8
66.8

-0.2
40.3
13.3

-6.0
0.04
-2.6

8.5
13.8
6.5

-0.03
5.7
1.2

-31.0
7.8
6.8

76.6
55.5
84.6

15.1
28.2
40.1

-4.7
2.8
0.7

11.7
16.1
8.2

2.0
8.3
3.8

-58.1
-58.1
-69.1

87.6
201.4
299.3

4.3
53.1
88.8

-5.8
-3.5
-2.2

9.2
11.9
9.3

0.4
2.8
2.6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OES), 각 연도.

이상의 분석을 요약하면, 2000년대 초반까지는 핵심문화부문에서 고용
이 크게 감소하고 생활문화 및 연관 분야에서는 고용이 정체됨에 따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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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문화고용 규모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2005년 이후에는 핵심문
화부문은 물론 생활문화부문에서도 고용이 크게 확대되면서 문화고용 규
모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05∼08년 기간 중 문화산업 및 문화직업과 관련이 없는 비문화고용
(즉 비문화산업의 비문화직업)은 연평균 11만 7천 명씩 감소하였지만 문
화고용은 같은 기간 중 연평균 20만 명씩 증가하였으며 문화 관련 분야의
고용까지 확장하면 매년 30만 명씩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
고 있다. 문화고용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빠르게 확대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3절 문화고용의 국제비교

앞 절에서 논의된 UNESCO FCS는 문화부문에 관한 보편적인 개념과
구조를 제공하기 때문에 일국의 문화통계를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물론 국제비교에 있어서도 강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국제사회
의 노력에 힘입어 문화부문의 범주 및 통계적 정의와 관련해 점차 합의
기반을 넓혀가고 있지만, 아직은 각국의 통계가 이 체계에 따라 작성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국가마다 문화산업에 준해 사용하는 용어도 다
르고 포괄 범위도 상이하다(표 2-19 및 표 2-20).
이러한 여건 때문에 문화부문에서 국제비교가 가능한 통계를 만들기는
쉽지 않으며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게다가 고용 측면에서는 자영업이
나 부업 형태로 문화부문에 참여하는 종사자가 많아 현실적으로 통계로
고용 규모를 포착해내기가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로서는 선행연
구들을 토대로 비교 가능한 자료 범위 내에서 최대한 동일한 기준을 적용
하여 국제비교를 수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화산업에 관한 국제비교 작업은 1980년대에는 UNESCO, 1990년대
에는 EU-LEG(European Commission Leadership Group)가 주도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주된 논의는 문화산업(부문)의 개념과 분류체계의 확립에

44

고용구조 선진화를 위한 서비스산업의 일자리창출 역량제고 방안(Ⅱ)

<표 2-18> 유럽 국가들의 문화산업 접근법
문화산업
창조산업
저작권산업
체험경제
(cultural industries) (creative industries) (copyright industries) (experience economy)
· 프랑스

· 영국

· 덴마크(2006)

· 스웨덴(2004)

· 벨기에(French)
· 아일랜드
· 폴란드

· 오스트리아
· 벨기에(Dutch)
· 덴마크(2000)

· 핀란드
· 헝거리
· 라트비아(2005)

· 덴마크(2003)

· 포르투갈
· 슬로바키아공
화국

· 에스토니아
· 라트비아(2005)
· 리투아니아

· 노르웨이

· 스페인

· 스웨덴(2002)
· 루마니아
· 불가리아

자료 : KEA(2006), The Economy of Culture in Europe, p.48.

집중되었고 통계를 이용하여 구체적인 비교가 이루어지는 단계에 이르지
는 못하였다.
2000년대 들어 문화산업의 경제사회적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유럽위원
회(EC), OECD와 같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문화부문
의 경제사회적 비중을 측정하고 국제비교할 목적으로 표준화된 측정을
시도하였다. 여기서는 그 중 주요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우리나라 문화산
업의 경제적 비중 및 문화고용 현황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1. 문화산업의 경제적 비중
[그림 2-9]와 [그림 2-10]은 OECD STAN 데이터를 이용하여 개략적
으로 문화부문과 관련된 산업으로 파악될 수 있는 출판․인쇄업과 문
화․스포츠업의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을 살펴본 것이다.15)

15) OECD STAN Database는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중분류로 자료가 제공되고 있
는데, 출판․인쇄업은 22. Publishing, Printing, Recorded Media, 문화․스포츠업
은 92. Recreational, Cultural and Sporting Activities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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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9> 문화부문의 범주
2009 FCS
Cultural sector
A. Cultural, Natural Heritage
- museums
- historical places
- natural heritage

WIPO (2003)
Copyright industries

-

•Cultural sites
- Archaeological sites,
museums, libraries,
exhibitions, etc.
•Performing arts
- Live music, theatre,
dance, opera, circus,
puppetry, etc.

•Books and press
- book publishing
- magazine and press
publishing
•Film and video
•TV and radio
•Music
- recorded music market
- live music performances
•Video games

•Design
•Advertising services - Interior, graphic,
fashion, jewellery, toys
•Copyright collective •Creative services
societies
- Architectural, advertising, creative R&D
- Cultural & recreational
services

Creative Industries

•Design
- Fashion, graphic,
interior, product
design
•Architecture
•Advertising

- Interdependent
1
Copyright Industries
- Partial Copyright
Industries2

Related

Related & Transversal

F. Design and Creative
Services
- fashion, graphic, interior,
landscape design
- architecture
- advertising
G. Tourism
H. Sports / Recreation
- Education and training
- Archiving and preservation
- Equipment and
supporting materials

•Visual arts
- crafts
- paintings
- sculpture
- photography

Cultural Industries

Cultural Domains

•Visual arts
- Paintings, sculptures,
C. Visual Arts and Crafts
•Visual, graphic arts photography, antiques
- fine arts
•Traditional cultural
- photography
expressions
•Photography
- crafts
- Arts and crafts
- festivals, celebrations
D. Books and Press
•Publishing and printed
- books, newspaper etc.
media
•Press and literature
- library
- Books, press and other
- book fairs
publications
•Audiovisuals
E. Audio-visual / Interactive
•Motion picture / video - film, television, radio,
Media
other broadcasting
- film / video
•Radio and television •New media
- TV and radio
- Software, video games,
- internet podcasting
•Software / databases digitalized creative
- video games
content

EU-KEA (2006)
Cultural & Creative sector
•Heritage
- museums
- libraries
- archives
- archaeological sites
•Performing arts
- theatre
- dance
- circus
- festivals
Core Arts Field

B. Performance / Celebration
- performing arts
•Music, theatrical
- music
productions, operas
- musical instruments
- festivals

UNCTAD (2008)
Creative economy

-

- Cultural tourism

3

- Related industries

주 : 1) Interdependent Copyright Industries: computers and equipment; musical instruments;
recording material, etc.
2) Partial Copyright Industries: apparel, textiles, footwear; jewelry and other crafts;
toys and games; architecture, engineering, surveying; interior design; museums, etc.
3) Related industries: PC manufacturers, MP3 player manufacturers, mobile industry,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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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출판․인쇄업* 부가가치의 GDP 대비 비중
(단위 : %)

주 : * 국제표준산업분류(ISIC)의 22. Publishing, Printing, Recorded Media
** 호주와 캐나다의 2006은 2005년, 스위스 1995에는 1997년 수치가 사용됨.
자료 : OECD STAN Database.
[그림 2-10] 문화․스포츠업* 부가가치의 GDP 대비 비중
(단위 : %)

주 : * 국제표준산업분류(ISIC)의 92. Recreational, Cultural and Sporting Activities.
** 캐나다 1995와 2006은 각각 1997년과 2005년, 일본 2006은 2005년, 스위스
1995는 1997년 수치가 사용됨.
자료 : OECD STAN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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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인쇄업의 경우, 부가가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국가는 캐나다,
영국, 미국 등으로 GDP 대비 1.4∼1.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한국과 그
리스는 0.5∼0.6%의 비교적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문화․스포츠업
의 경우, 부가가치 비중이 가장 큰 국가는 스페인과 프랑스로 GDP 대비
비중이 2%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문화․스포
츠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1.84%를 기록하여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산업을 산업중분류 수준에서
파악하는 것은 정확성이 현저히 떨어져 문화산업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고 구체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다
정교한 비교 작업이 요구된다 하겠다.
문화산업의 생산 비중에 관한 가장 구체적인 국제비교 결과는 OECD
(2007)16)에서 제시되고 있는데, OECD(2007)는 호주, 캐나다, 프랑스, 영
국, 미국 등 5개국에 대해 각각의 자국 데이터를 이용해 문화산업 범주별
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추정하고 있다.17)
<표 2-21>은 5개국에 대한 OECD(2007)의 분석 결과와 그와 비교가
능한 우리나라 수치를 함께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부가가
치 비중은 2005년 서비스업총조사와 2005년 광공업조사를 이용하여 필자
가 산출한 것이다.18)
16) OECD(2007), International Measurement of the Economic and Social Importance
of Culture (prepared by J. Gordon and H. Beilby-Orrin). OECD는 루이스 블루
인 재단(Louise Blouin Foundation)의 재정지원을 받아 문화부문의 국제비교 프
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위 보고서는 그 프로젝트의 첫 번째 결과물이다.
17) 문화산업의 범주와 관련해 개념적으로는 유네스코 FCS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자
료 제약과 통계적 편의를 위해 범주 구분은 영국과 캐나다의 문화산업 분류체계
를 토대로 조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국제비교를 위해 사용된 개별 국가의 문화산
업 범주와 주요 특징에 대한 상세 설명은 OECD(2007) 참조
18)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산출하기 위해서, ‘광고’는 M745 광고업,
‘건축’은 M7431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영화․사진’은 M7491 사진촬영 및
처리업과 Q871 영화 산업, ‘공연․전시’는 Q873 공연산업과 D2213 오디오 기록
매체 출판업, ‘방송’은 Q872 방송업, ‘예술품거래’는 G52661 예술품 및 골동품 소
매업, ‘디자인’은 M746 전문 디자인업, ‘도서관’은 Q88211 도서관 및 기록보존소,
‘박물관’은 Q88221 박물관 운영업, ‘사적지’는 Q88222 사적지 관리 운영업, ‘전자
게임’은 M72201 게임 소프트웨어 제작업으로 파악되었으며, ‘출판․도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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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0> 문화산업 GDP 비중의 국제비교
(단위 : %, 자국통화 기준)
호주
(1998∼99)
광고
0.45
건축
0.15
영화․사진
0.44
공연․전시
0.18
출판․도서
1.21
- 인쇄2)
1.04
방송
0.64
예술품 거래
0.01
디자인
0.06
공예
*소계
3.14
도서관
0.153)
박물관
0.133)
사적지
전자게임
*문화산업
3.42

캐나다
(2002)
0.27
0.10
0.37
0.24
1.82
0.50
0.10
0.11
3.50
0.12
0.05
0.06
3.73

프랑스
(2003)
0.83
0.18
0.36
0.24
0.79
0.34
0.34
0.03
0.03
2.78
0.01
0.57
3.36

1

영국
(2003)
0.68
0.55
0.30
0.51
2.04
0.87
0.85
0.07
0.77
5.76
2.83
8.59

1)

미국
(2002)
0.20
0.18
0.37
0.29
1.11
0.44
0.97
0.002
0.13
3.26
0.01
0.03
0.005
1.24
4.54

한국
(2005)
0.17
0.23
0.15
0.04
0.91
0.36
0.18
0.01
0.04
0.05
1.79
0.03
0.02
0.004
0.07
1.91

주 : 5개국 수치는 OECD(2007)의 Table COM.1을 재구성, 한국은 필자가 산출.
1) 영국과 미국은 GVA(gross value added) 대비 비중.
2) 인쇄는 출판․도서 범주에 포함됨.
3) 호주의 도서관․박물관 수치는 별도의 소득 자료로부터 추출.
자료 : OECD(2007); 통계청, ｢서비스업총조사｣와 ｢광공업조사｣ 2005년도.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부가가치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9% 수준으로 비교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영국에
비해서는 4분의 1 수준이 채 안 되고 여타 국가들에 비해서도 절반 수준
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D2211 서적 출판업, D2212 신문,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D2219 기타 출판업,
D222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의 합으로, ‘공예’는 D20293 장식용 목제품 제조업,
D26199 그외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D26211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D36122 나전칠기가구 제조업, D36910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제품, D36971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의 합으로 산출되었다. 이 가운데 제조업(D) 수치는 광공업조사
로부터, 나머지는 서비스업총조사로부터 계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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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는 건축과 출판․도서 분야에서 그나마 비교 국가들과 가장
유사한 비중을 보이고 있고 여타 분야에서는 비교 국가들에 크게 못 미치
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2. 문화산업의 고용 비중
OECD(2007)는 호주, 캐나다, 프랑스, 영국, 미국 등 5개국의 문화산업
고용에 대해서도 비교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때 문화산업의 범주는 1986
FCS에 EU-LEG의 논의를 반영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2009 FCS의
핵심문화산업의 개념과 유사하다. 그러나 국가별로 문화산업의 범주와
분류체계가 매우 상이하고 자료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UNESCO FCS
에 부합하도록 충분히 조정되지는 못하였다.
<표 2-22>은 OECD(2007)에서의 각국의 분석 결과와 우리나라 문화
산업의 고용비중을 2009 FCS의 핵심문화산업 체계에 맞추어 요약하고
있다.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고용은 전 산업 대비 2.5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문화산업 고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에 해당하는 프랑스
(6.56%)나 영국(6.25%)과 비교하면 약 40% 수준에 불과한 규모이다. 프
랑스와 영국의 경우, 일부 문화산업 범주－문화재․자연공원, 비공연예
술, 악기 제조 등－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 및 캐나다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문화산업 고용 규
모는 60∼80%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미국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고용 비
중이 근소하게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는 문화
재․자연공원, 사진․공예, 게임 분야가 제대로 포착되고 있지 않아 정확
히 매칭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림 2-11]은 <표 2-22>에서 산출된 문화산업 고용을 범주별 구성비
로 나타낸 것이다. 우리나라 문화산업 고용은 분류체계가 가장 유사한 호
주, 캐나다와 비교할 때 도서․출판 분야가 상대적으로 적고, 디자인․건
축․광고 분야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영화․방송․게임
분야는 중간 정도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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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 문화산업 고용의 국제비교
(단위 : %)

A. 문화재․자연유산
박물관, 사적지
자연공원
B. 공연․음악
공연
음반 제작
음반 판매
악기 제조
C. 미술․사진․공예
비공연예술
사진
공예
D. 도서․출판
도서관
출판
신문
기타 출판
서적 판매․대여
E. 영화․방송․게임
게임
영상물 제작
영상물 제작 관련
영상물 배급
영화상영
라디오
방송
뉴스․정보제공
비디오 대여
영상물 소매
F. 디자인․건축․광고
디자인
건축
광고
전체

호주
(2001)
0.20
0.08
0.12
0.19
0.13
0.06
0.24
0.18
0.06
1.22
0.14
0.14
0.42
0.03
0.50
0.65
0.09
0.02
0.01
0.12
0.07
0.21
0.13
0.81
0.81
3.31

캐나다
(2002)
0.23
0.17
0.07
0.27
0.18
0.06
0.02
0.15
0.09
0.06
1.20
0.16
0.96
0.08
1.34
0.42
0.40
0.16
0.06
0.30
0.71
0.29
0.11
0.32
3.90

프랑스
(2003)
0.14

영국
(2003)
0.84

0.14

0.84

2.01
0.44
0.80
0.77
1.85
0.47
0.22
0.04
0.19
0.23
0.49
0.17
0.04
2.56
2.56
6.56

0.47

자료 : OECD(2007); 통계청(2008), ｢전국사업체조사｣.

0.08
0.39
0.94
0.94
2.59
2.03
0.18

미국
(2003)
0.15
0.12
0.03
0.56
0.56
0.53
0.06
0.41
0.06
0.35
0.07
0.03
0.003

0.38
1.41
0.38
0.35
0.68
6.25

0.10
0.10
0.04
0.87
0.32
0.22
0.33
2.46

한국
(2008)
0.10
0.05
0.05
0.21
0.18
0.01
0.005
0.01
0.25
0.005
0.10
0.15
0.62
0.06
0.16
0.15
0.04
0.20
0.56
0.12
0.08
0.01
0.02
0.06
0.01
0.14
0.06
0.04
0.01
0.84
0.11
0.54
0.20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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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문화산업 고용의 범주별 구성비

주․자료 : <표 2-20>과 동일.

그러나 OECD(2007)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여기서의 비교 결과는 국제
비교를 위한 초기 작업에 불과하고 각국 문화통계의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는 보다 체계적이고 엄밀한 분류작업이 요구되며 이는 추후 과제로 남긴다.

3. 문화고용의 국제비교
문화고용(=문화산업 또는 문화직업 종사자)의 규모를 측정하기 위해서
는 산업과 직업 정보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이용가능한 자료가 더욱 제
한적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산업 및 직업이 중분류와 소분류 수준에서
정의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고용의 측정에서 그 이상의 상세분류가 사용
되기 어렵고 이 때문에 국제비교에서의 엄밀성은 상대적으로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EC(유럽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조정된 문화고용(EU
harmonized cultural employment)이 국제비교의 준거가 될 수 있을 것이
다. EU 문화고용은 문화산업을 NACE 소분류(3-digit), 문화직업을 ISCO
세분류(4-digit) 기준을 이용하여 파악하고 있다(표 2-23). 이렇게 측정된
EU 문화고용은 FCS에서의 핵심문화고용과 개념적으로는 다르지 않지만
통계적으로는 보다 좁은 범위에 한정되게 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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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 EU 문화고용에 포함되는 산업 및 직업
문화산업 (NACE code)

문화직업 (ISCO code)

- Publishing (221)
- Motion picture and video activities
(921)
- Radio and television activities (922)
- Other entertainment activities (923)
- News agency activities (924),
- Library, archives, museums and other
cultural activities (925)
- Architectural and engineering activities
and related technical consultancy
(742)
- Advertising (744)
- Miscellaneous business activities
n.e.c.(74.81 Photographic activities)
(748)

- architects, town and traffic planners
(2141)
- archivists and curators (2431)
- librarians and related information
professionals (2432)
- authors, journalists and other writers
(2451)
- sculptors, painters and related artists
(2452)
- composers, musicians and singers
(2453)
- choreographers and dancers (2454)
- film, stage and related actors and
directors (2455)
- photographers and image and sound
recording equipment operators (3131)
- decorators and commercial designers
(3471)
- radio, television and other announcers
(3472)
- street, night-club and related
musicians, singers and dancers (3473)
- clowns, magicians, acrobats and
related associate professionals (3474)

EU 문화고용으로 측정하였을 때, EU 27개국에서 문화고용은 2005년
현재 494만 명, 총 고용의 약 2.4%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2007
Cultural Statistics). EU-25개국에 대한 KEA(2006)19)의 추정치와 비교
해보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문화고용의 규모는 크게 변하지 않은 것
으로 파악된다(그림 2-12).

19) KEA(2006), The Economy of Culture in Europe (prepared for the European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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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 EU 25개국의 문화고용 규모 변화
(단위 : 천명, %)
전체 고용

문화고용

2002

191,643

4,673 (2.44)

문화 및 문화관광
고용
5,778 (3.01)

2003

190,381

4,649 (2.44)

5,781 (3.04)

2004

191,563

4,714 (2.46)

5,885 (3.07)

2005

196,638

4,789 (2.44)

-

-

주 : ( )안은 전체 고용 대비 구성비.
자료 : KEA(2006), The Economy of Culture in Europe.
EC, 2007 Cultural Statistics.
[그림 2-12] EU 27개국의 문화고용 규모

자료 : EC, 2007 Cultural Statistics.

문화고용의 규모는 가장 낮은 루마니아(1.1%)에서부터 가장 높은 네덜
란드(3.8%)에 이르기까지 국가별로 편차가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2-12). 네덜란드에 이어 스웨덴, 핀란드, 에스토니아, 영국 등에
서 문화고용 규모가 높게 나타나는 반면 루마니아, 포르투갈, 폴란드 등
주로 동구권 국가에서 문화고용 비중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앞서 우리나라의 문화고용 규모를 추정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핵심)
문화고용은 2005년에 전 산업 고용의 3.75%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
다. 그러나 이 추정치는 상세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

54

고용구조 선진화를 위한 서비스산업의 일자리창출 역량제고 방안(Ⅱ)

에 EU의 문화고용(harmonized cultural employment)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어 직접비교는 곤란하다.20)
다만, 흥미로운 것은 개별 국가의 문화고용 규모가 그 나라의 소득수준
과 강한 정(正)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이다(그림 2-13). 이는 문화
수요가 소득 탄력적이라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올라갈수록
문화부문이 그만큼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EU 문화고용을 이용하여 문화고용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문화고
용과 전체 고용 간에 성이나 연령과 같은 인적 특성에서는 큰 차이가 없
[그림 2-13] EU 국가별 소득수준과 문화고용의 규모
(단위 : %, PPS)

주 : 소득수준은 1인당 PPS(Purchasing Power Standard). 룩셈부르크는 분석에서
제외됨.
자료 : EC, 2007 Cultural Statistics.

20) EU 문화고용과의 비교를 위해서는 <표 2-22>의 기준에 따라 별로도 매칭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부표 4>와 <부표 5>의 기준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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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4> EU 27개국 문화고용의 고용 특성
(단위: %)
문화 고용
여성근로자 비중

전체 고용

46.0

45.0

15∼24세

10.2

10.2

25∼49세

67.1

66.8

50세 이상

22.7

22.9

100.0

100.0

중졸 이하

10.5

22.3

고졸

41.8

51.8

초대졸 이상

47.7

26.9

소계

100.0

100.0

임금근로자

71.0

86.3

비임금근로자

29.0

13.7

100.0

100.0

임시직 비중

16.4

13.3

파트타임 비중

25.3

17.3

6.7

3.8

항상 자태근무

13.4

4.3

가끔 자택근무

15.9

8.4

아님

70.7

87.3

100.0

100.0

연령

소계

학력

종사상지위

소계

부업자 비중

자택근무

소계
자료 : EC, 2007 Cultural Statistics.

는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교육수준과 고용안정성 측면에서는 뚜렷한 차
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교육수준에서는 전체 근로자의 26%가 초대졸 이상이지만 문화고용 종
사자에서는 48%가 초대졸 이상자로 나타나 문화고용에서 학력수준이 상
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일자리 특성을 살펴보면 비임금근로자
가 많고 임시직 및 파트타임 비중이 높으며 부업자 비중도 높아 전반적으
로 문화고용에서 고용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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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소 결

이 장에서 우리는 문화산업의 다양한 개념과 정의를 검토하고 2009
UNESCO FCS의 분류체계를 토대로 우리나라 문화산업 및 문화고용통
계를 재구성하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문화산업의 표준적 분류체
계에 입각해 문화산업 및 문화고용의 개략적 규모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와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문화부문의 중요성을 감안해 경제통계 체
계 내에서 문화부문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전 세계적 추
세이며 우리에게도 긴요하다는 것이다. 여전히 일치된 견해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국제적 합의 기반이 넓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
의 경우도 문화산업의 보편적인 개념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문화산업 분류체계를 재정비하려는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는 문화산업 중 문화재, 공연예술, 창작예술, 공예, 전통
문화 등과 같이 산업화가 덜 되었거나 매체를 통한 대량생산이 가능하지
않은 영역은 제외하고 문화콘텐츠산업에 한정하여 산업 및 고용 규모를
파악하려는 경향을 강하게 띠고 있다. 문화산업과 문화예술활동을 구분
하는 이러한 문화산업의 개념과 분류 방식은 전형적으로 산업적 관점에
서 문화산업을 파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문화적
요소의 생산과 소비 및 참여, 그리고 문화의 경제사회적 가치를 종합적으
로 파악하고자 하는 세계적 추세와는 역행하는 것이다. 특히 새로운 문화
수요와 점차 높아지는 문화적 참여(생산과 소비의 결합형태) 욕구에 조응하
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함에 있어 유연한 대응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생산
자의 관점만이 아니라 수요자, 소비자의 관점에서 문화산업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고용창출에 보다 친화적일 수 있음이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UNESCO FCS를 이용하여 문화산업의 고용 현황 및 추이를 살
펴본 결과, 2007∼08년 기간 중 핵심문화산업에서의 고용 증가(3.8%)가
전 산업 평균 고용 증가(2.2%)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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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디자인, 건축, 광고 등 전문사업서비스 분야에서
고용 증가가 현저하였으며, 자연공원, 도서관, 박물관․사적지, 라디오 및
방송 등 공공재 영역에서도 고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영상물 배급이나 게임 등의 분야에도 고용 증가가 컸던 것으로 확인되는
데, 특징적인 것은 영상물 제작 분야에서는 고용이 감소하지만 영상물 배
급 및 상영 분야에서는 고용이 증가하고 있어 영상물 소비가 대량화, 대
중화되는 등의 변화를 시사하고 있다. 한편 음반 판매, 비디오 대여, 영상
물 소매 등에서 고용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오디오 및 비디오
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소비행태가 변하면서 소규모 개인사업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소매․대여업이 쇠락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처럼 문
화산업의 구체적인 업종 및 고용 동향을 살펴보면 다양한 문화소비의 행
태를 파악하고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넷째, 우리나라에서 문화고용(cultural employment)은 2000년대 초반까
지 핵심문화부문에서 고용이 크게 감소하고 생활문화 및 연관분야에서도
고용이 정체됨에 따라 전체 문화고용 규모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2005년 이후에는 핵심문화부문은 물론 생활문화부문에서도 고용이 크게
확대되면서 문화고용 규모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
다. 2005∼08년 기간 중 문화고용은 매년 20만 명씩 증가하고 있어 문화
고용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문화고용의 질적 측면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인된
바가 많지 않다. 문화고용이 취약고용이 되지 않도록 선진국처럼 지속적
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국제비교를 통해 살펴보면, 우리나라 문화산업 및 문화고용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파
악된다. 문화고용 규모는 소득 수준과 강한 정(正)의 상관관계가 존재하
여 소득수준이 올라갈수록 우리나라 문화부문의 확장 가능성은 매우 높
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문화산업에서의 고용잠재력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대한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부문의 종합적 이해와 다양한 변화 양상을 파악하
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자료에 따라 상이한 분류 기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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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 등으로 투입된 시간과 노력에 비해 연구 성과에서 많은 한계를 보이
고 있다. 특히 문화산업 및 문화고용의 국제비교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불과하여 엄밀한 비교분석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또한 점차 중요해
지고 있는 문화적 소비 및 참여의 측면에서 문화부문의 동학을 분석하지
못한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문화적 소비 및 참여의 분석이야말로 문화
수요의 예측과 문화산업 전망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
다. 향후 추가적인 작업이 요구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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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의 산업적 특성과 발전전략

제1절 서 론

전통적인 문화산업은 영화, 게임, 음악, 출판, 만화, 애니메이션 등 상이
한 업종들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의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라 장르간 융
합, 미디어 융합이 가속화되어 향후 이러한 장르 구분이 갖는 의미가 퇴
색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까지는 제작 과정 및 방식, 유통 과정,
소비 방식 등에 있어 확연히 구분되는, 다양한 장르가 존재하는 것이 현
실이다.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이러한 전통적인 문화산업은 문화산업
진흥기본법상의 분류이며, 문화서비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보다 훨씬
광범위한 영역이 문화산업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어느 산업을 막론하고 고용은 생산 혹은 제작에서 파생되는 특성을 가
지므로, 해당 산업의 특성과 향후 전망은 고용 특성 및 고용 전망과 직접
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관심대상인 문화산업의 특성과 현황, 그리고 향후 전망과 발전전략을 논
하기로 한다.
문화산업의 기본 속성은 서비스에 있으므로, 통상 서비스업의 고용유
발효과가 높다고 볼 때 향후 고용 전망은 그다지 비관적인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화상품의 제작 과정은 점차 기술의존적으로 변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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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전달 매체 역시 전통적인 방식을 벗어나 점차 온라인, 모바일
매체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문화산업의 제작 방식이 노
동집약적인 형식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자본집약적인 방식으로 전환
할 것인가에 따라 고용 전망도 달라질 것이다. 아직 단언하기는 이르지만
서비스 업종의 하나로서 문화산업이 갖는 고용유발효과나 취업유발효과
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러한 전망과 달리 점차 문화콘텐츠 생산과 유통에 소비자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전망이 그대로 현실화되기 어렵다
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1인 기업의 확산 가능성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이미 문화산업에서의 기업들은 매우 슬림화되어
있어 환경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려고 하기 때문에, 고용 인력의 진입이
점차 늘어날 여지도 많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산업에서의 고용 전
망을 논할 때에는 정태적인 상황뿐 아니라 변화하는 기술 환경이나, 매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은 물론이다.
주목할 점은 나라별로 문화산업의 범주를 정의하는 기준이 다소 상이하
여 이에 대한 통계자료를 수집한 결과가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UNESCO의 문화통계체계와 우리나라 문화산업 분류
체계가 상이하고, 우리나라에서도 통계청에서 분류하는 표준산업분류체계
에서의 문화산업 업종과 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의 업종이 상이하다.
나아가, 이러한 상이점 외에 UNESCO 등에서 파악하는 문화산업의 범
주에 비해 우리나라 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의 범주는 보다 규모가 큰 업
종, 산업화가 진전되어 있는 제한적인 영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고찰
대상이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문화산업 혹은 문화서비스업의 개념
상 혼돈이 있을지 모르나, 전반적인 산업 특성과 산업 발전전략은 개념의
상이함으로 인한 문제로 인해 저해 받지 않고 제시될 수 있으므로 논리
전개상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이 장에서는 산업적 특성과 발전전략을 주로 다루게 되므로, 산업의
범주가 다소 협소해지는 단점이 있지만 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의 문화산
업을 대상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문화산업에서의 고용구조 및 특성 파악을 위해, 이하에서는 앞에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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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된 문화산업의 범주와는 달리 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의 업종을 중심으
로 산업의 매출액 등 현황 자료와 세부업종의 구성, 그리고 업종들의 일
반적 특성과 각 업종별 특성들을 살펴보고, 문화산업의 향후 전망과 발전
전략을 제시하기로 한다.

제2절 문화산업의 현황 및 업종 구성
1. 문화산업의 현황
2008년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 문화산업 업종의 매출액, 부가가치 등
산업적 성과는 <표 3-1>과 같다.
2008년을 기준으로 문화산업의 매출액은 58조 9,511억 원이며 이 중 출
판업이 21조 529억 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방
송업으로 10조 9,581억 원의 매출을 시현하고 있다. 2008년 기준 부가가
치는 23조 원 가량이며, 이중 출판업이 가장 높은 비중으로 보이며 광고,
방송, 게임, 캐릭터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 문화산업의 성과지표
매출액 부가가치 부가가치율 수출액 수입액
(백만원) (백만원)
(%)
(천달러) (천달러)
게임
5,604,700 2,808,000
50.10 1,093,865 386,920
광고
9,311,635 4,062,666
43.63 14,212 780,696
출판
2,105,2936 8,972,761
42.62 260,010 368,536
애니메이션
404,760
167,287
41.33 80,583
6,132
에듀테인먼트
240287
95,202
39.62
5,736
415
만화
723,286
283,600
39.21
4,135
5,937
캐릭터
5,098,713 1,956,376
38.37 228,250 198,679
음악
2,602,076
946,635
36.38 16,468 11,484
방송
10,958,121 3,569,635
32.57 160,120 78,261
영화
2,954,625
357,811
12.11 21,037 78,775
전체
58,951,139 23,219,973
39.39 1,884,416 1,915,835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0).

업체수
(개)
29,293
4,767
29,255
276
269
10,180
1,521
37,637
487
4,893
118,578

종사자
(명)
42,730
30,700
210,084
3,924
2,465
10,709
21,092
75,468
29,669
19,908
44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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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액을 보면 18억 8,441만 달러로, 작년에 비해 20.6%가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게임업의 수출액이 가장 높아 10억 9,386만 달러(58%)이었
으며, 다음으로는 출판업이 2억 6,001만 달러로 13.8%를 차지하고 있다.
게임업의 수출액은 전년대비 약 40% 가량 증가하여 전체 문화산업의 수
출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영화업의 수출액은 2,103만
달러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업체수로는 음악이 37,637개, 게임이 29,293개, 출판이 29,265개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반면, 애니메이션은 276개, 에듀테인먼트는 269개, 방
송은 487개의 업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 게임, 출판이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업체수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 반면, 애니메이션
은 국내 및 해외에서의 경쟁력이 매우 낮기 때문에, 에듀테인먼트는 비교
적 신규 업종이기 때문에, 방송은 주파수 영역의 제한 등으로 업체수가
적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08년 문화산업 종사자는 약 44만 명으로 작년에 비해 0.7% 감소하였
다. 종사자 규모 면에서는 출판, 음악, 게임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광
고, 방송 등의 업종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표 3-2> 문화산업의 1인당 성과지표
1인당 매출액
(백만원)

1인당 부가가치액
(백만원)

1인당 수출액
(천달러)

게임

131.2

65.7

25.6

광고

303.3

132.3

0.5

출판

100.2

42.7

1.2

애니메이션

103.1

42.6

20.5

에듀테인먼트

97.5

38.6

2.3

만화

67.5

26.5

0.4

241.7

92.8

10.8

음악

34.5

12.5

0.2

방송

369.3

120.3

5.4

영화

148.4

18.0

1.1

캐릭터

주 : 문화체육관광부(2010)를 토대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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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총량으로 파악한 것과는 달리 1인당 매출액, 1인당 부가가치, 1인
당 수출액을 계산해 보면, 1인당 매출액의 경우 방송이 가장 높고(369.3백
만원), 광고(303.3백만원), 캐릭터(241.7백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
으며, 1인당 부가가치의 경우 광고(132.3백만원), 방송(120.3백만원), 캐릭
터(92.8백만원), 게임(65.7백만원)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 1인당 수출액
의 경우 게임(25.6천달러), 애니메이션(20.5천달러), 캐릭터(10.8천달러)의
순위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총량과 1인당 수치가 다른 이유는 출판업의 경우 노동생산성이
비교적 낮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 방송이나 광고, 캐릭터업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높은 노동생산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1인당 수출액
의 경우, 애니메이션 업종이 높은 순위를 보인 것은 OEM 방식으로 수출
을 하는 연유인 것으로 풀이된다.

2. 문화산업의 업종 구성
문화산업은 크게 보아 문화생산제조업과 문화생산서비스업, 문화유통
및 임대업, 그리고 문화제공업으로 구분되고 있다.
문화생산제조업은 대중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제조방법에 의하여
유형의 문화상품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지칭된다. 2010년 이전의 통계청
특수분류를 기준으로 한 문화생산제조업의 범위는 <표 3-3>과 같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화생산제조업은 주로 서적과 잡지 등의 출판,
음반 및 기록매체 출판, 인쇄, 기타 제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 유
형의 문화상품을 제조하는 업종들이며, 창의력을 기반으로 생산하는 문
화산업의 특성에 비추어볼 때 큰 중요성은 없으며, 점차 모바일이나 인터
넷 기반의 유통이 증가하는 추세로 볼 때에도 문화산업의 고용 측면과의
연관성도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문화생산서비스업은 대중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전통,
창의성 등을 바탕으로 무형의 문화상품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규정되고
있다. 유형의 문화상품을 제조하는 문화생산제조업과 달리 문화생산서비
스업에는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이 포함되어 있고, 건축, 도시계획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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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문화산업분류 : 문화생산제조업
문화산업분류부호
1
11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2
121
122
123
19
191
192
193
194
195

표준산업분류

22110
22121
22122
22123
22131
22139
22190
22211
22212
22219
18130
20293
22300
36122
36943

항목명
문화생산 제조업
출판업
서적출판업
신물 발행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정기 광고간행물 발행업
음반 및 기타 음악기록매체 출판업
기타 오디오매체 출판업
기타 출판업
인쇄업
경 인쇄업
스크린 인쇄업
기타 인쇄업
그 외 제조업
한복 제조업
장식용 목제품 제조업
기록매체 복제업
나전칠기가구 제조업
영상게임기 제조업

자료 :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특수분류 중 문화산업분류.

조경, 사진촬영, 전문디자인, 공연, 광고, 게임 소프트웨어 제작 등을 포함
하고 있다. 이들 업종은 물리적 형태를 갖는 최종 재화를 공급하는 업종
이라기보다는,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업종
이라고 할 수 있다. 영화의 경우 완성된 필름을 통해 일정 시간 동안 상영
되는 영화 서비스를 관객에게 제공하는 것이며, 디자인의 경우에도 상품
의 일부, 혹은 전부로서 상품의 기능과 품질을 높이는 서비스적인 역할을
통해 부가가치를 만들고 있다. 게임 소프트웨어의 경우도 게임 CD 자체
가 부가가치를 만들기보다는 게임 소프트웨어를 구동시킨 후에 화면에서
이용되는 무형의 서비스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방송 프로그램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이다.
다만, 이러한 무형의 서비스는 특정한 플랫폼을 통해 최종소비자와 만
나게 된다. 즉 영화는 극장이나 DVD, 케이블방송 등으로, 디자인은 이것
이 입혀진 특정 상품을 통해, 광고는 방송․잡지․옥외광고물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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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게임은 PC나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해 최종소비자와 접하게 된다.
그러므로 문화생산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있어 매체와 플랫폼의 중
요성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창의성이 근간이 되는 문화산업의 특성상 이러한 창의성의 결
과로서 발현되는 직접적 결과는 문화생산서비스업이 제공하는 산출물이
라는 점에서 가장 직접적인 문화산업의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4> 문화산업분류 : 문화생산서비스업
문화산업분류부호
2
21
211
212
213
214
22
221
222
23
230
24
240
25
250
26
261
262
263
29
291
292
293
294
295

표준산업분류

87111
87112
87113
87120
74311
74312
7491
7460
8734
74510
74591
74593
72201
74991
75994
87114
87312

항목명
문화생산서비스업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일반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만화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광고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제작관련 서비스업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사진촬영 및 처리업
사진촬영 및 처리업
전문디자인업
전문디자인업
공연관련 산업
공연관련 산업
광고관련 산업
광고대행업
옥외광고업
광고물 작성업
기타 서비스업
게임소프트웨어 제작업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전시 및 행사 대행업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녹음시설 운영업

자료 :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특수분류 중 문화산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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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문화유통 및 임대업으로, 문화생산 제조업과 문화생산서비스업
에서 생산된 문화상품을 변형 없이 개인이나 문화 제공업자에게 공급하
는 산업으로 규정된다.
이 업종은 주로 도매 및 소매업과 임대업, 그리고 배급업으로 구성되
는데, 이때 배급은 도․소매나 임대와는 다소 다른 성격을 갖는다. 특히
영화 배급업은 여타 도소매업과 달리 제작업체와 전략적인 유통 계획 하
에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반적인 도소매업이 제조
업체와는 별개의 이해관계 속에 영업행위를 한다면, 영화 배급업자는 영
화 개봉 시기, 개봉 상영관, 고객 대상층 등을 조사하여 최적의 배급 시
점을 선택한다. 광고나 프로그램(방송)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유통업과 다른 분류체계를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
<표 3-5> 문화산업분류 : 문화 유통 및 임대업
문화산업분류부호
3
31
311
312
32
321
322
323
324
325
33
331
332
34
341
342
343
344

표준산업분류

51463
51471
52412
52513
52621
52661
52662
71301
71302
74592
75995
87130
87221

항목명
문화유통업 및 임대업
도매업
서적, 잡지 및 신문 도매업
음반 및 비디오물 도매업
소매업
한복 소매업
음반 및 비디오물 소매업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관광민예품 및 선물용품 소매업
임대업
음반 및 비디오물 임대업
서적 임대업
배급업
광고매체 배급업
연예인 및 기타 공인 매니저업
영화 배급업
프로그램 공급업

자료 :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특수분류 중 문화산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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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문화산업분류 : 문화 제공업
문화산업분류부호
4
41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2
421
422
423
43
430
44
441
442
45
451
452
453
454
49
491
492
493

표준산업분류

87141
87142
87211
87212
87222
87223
88100
87311
8732
87331
87332
88221
88222
88911
88912
88913
88919
72400
88211
88992

항목명
문화 제공업
매체 제공업
영화관 운영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라디오 방송업
텔레비전 방송업
종합유선 및 기타 유선 방송업
위성 방송업
뉴스 제공업
공연 제공업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단체
공연 예술가
비공연 제공업
비공연 예술가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운영업
박물관 운영업
사적지 관리 운영업
오락장 운영업
전자게임장 운영업
컴퓨터게임방 운영업
노래방 운영업
기타 오락장 운영업
기타 제공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도서관 및 기록보존소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마지막으로 생산된 문화상품이 최종소비자와 만나는 접점에서 업을 운
영하는 문화 제공업이 있다.
이에는 매체 제공업, 공연 제공업, 비공연 제공업, 박물관 및 사적지 관
리 운영업, 오락장 운영업, 그리고 기타 제공업 등이 있다. 매체 제공업은
실연되는 문화상품이 아니라 특정한 매체, 예를 들어 영화의 필름, DVD,
라디오 및 TV 전파, 위성방송 전파에 담겨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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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을 지칭한다. 이에 반해 공연 제공업은 실연되는 공연물을 제공하는 업
종을 지칭한다.
이러한 표준산업분류 내의 특수분류와 달리 정책적 목적에 따라 장르
별로 업종을 구분하기도 하는데 이는 앞의 현황에서 본 바와 같다. 최근
에는 문화산업의 업종을 콘텐츠라는 속성에 기인하여 보다 넓은 범위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는 영국, 호주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창조산업의 범주로 문화산업을 보려는 것을 말한다. 이에는 기존의
장르인 영화, 비디오, 음악, 공연, 출판, 방송 외에 건축미술, 골동품, 공예,
디자인, 패션, 소프트웨어, 컴퓨터 서비스 등을 포괄하고 있으며, 우리의
콘텐츠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하면 디바이스, e-러닝, 의료서비스까지 넣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아직은 이에 발맞추어 통계체계를 구축하지는 않았고 부처별로
다른 콘텐츠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 등 정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상호 협조가 요망되는 실정이다.
2010년에 개정된 표준산업분류상으로는 문화산업의 업종들이 출판, 영
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 6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
업(90∼ 91)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은 정보 및 문화상품을 생산하거
나 공급하는 활동, 정보 및 문화상품을 전송하거나 공급하는 수단을 제공
하는 활동, 통신서비스 활동; 정보기술, 자료처리 및 기타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지칭한다. 여기에는 출판업, 소프트웨어 제작, 영상 및
오디오 기록활동,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공급, 전기통신, 정
보기술 및 기타 정보서비스 활동이 포함된다.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에는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
스업과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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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문화산업의 특성

1. 문화산업의 전반적 특성
가. 창의성 중심의 제작 방식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고 매체 간 융합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도 문화콘텐츠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표
3-7)21) 그 가운데 문화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은 창의적 인적자원들
이 창출하는 창조적 문화상품, 혹은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문화콘텐츠(culture content)란 창의력, 상상력을 원천으로 ‘문화적 요
소’가 체화되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상품을 의미한다. 문화콘텐
츠의 창작 원천인 ‘문화적 요소’에는 생활양식, 전통문화, 예술, 이야기, 대
중문화, 신화, 개인의 경험, 역사 기록 등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게 된다.
<표 3-7> 영화산업의 경제적 부가가치

2000

2003

분류
전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영화산업
전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영화산업

생산유발계수
1.659
1.959
1.581
1.925
1.682
1.972
1.587
1.956

부가가치유발계수
0.714
0.627
0.886
0.845
0.741
0.643
0.894
0.852

취업유발계수
19.4
14.9
21.9
19.1
16.9
12.1
20.5
20.8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영화산업 신성장 동력화를 위한 개선과제」(대한상공회
의소, 2009).
21) 문화콘텐츠산업에서는 하나의 원천 소스를 가지고 다양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
들어낼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창출하는 경제적 부가가치도 대체로 제조업에 비
해 높은 편이며,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이외에 국가브랜드를 제고하며, 관련 여타
문화산업과의 동반 발전을 유도하는 성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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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현대 경제에서의 창조성

이러한 ‘문화적 요소’는 창의성과 기술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
는 문화콘텐츠로 전환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창의적 기획력은 ‘문화적
요소’에 새로운 ‘혼’을 불어넣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그림 3-1]처럼 인간의 창의성은 비단 문화산업에 국한된 특징은 아니
지만, 상품의 수명 주기가 비교적 짧은 문화상품의 경우 지속적으로 새로
운 상품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창의성에 대한 요구가 타 분야에 비해
비교적 높다. 이러한 창의성이 토대가 되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
하게 되는 것이 문화산업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문화산업은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소규모 기업들로
산업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2009년 문화산업통계(문화체육관광부)에 따
르면 종사자 규모가 1∼4인의 경우 전체에서 19.8%를 차지하며, 5∼9인의
경우 12.8%, 10∼49인의 경우 31.4%로 이 세 군데의 비중이 전체에서
63.9%를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 규모별 매출액 현황에서도 위 세 그룹의
기업 매출은 전체에서 49.1% 정도(1∼4인은 10.7%, 5∼9인은 10.3%, 10
∼49인은 28.1%)를 차지하고 있어, 소규모 기업들의 비중이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창의성 기반의 제작 방식에서 기인한 결과로 볼 수 있는데, 비교
적 큰 기업의 경우 정형화된 노동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창의적 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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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하는 것이 어려워 소기업들이 산업구조의 중심이 되고 있다.
나. 프로젝트 중심의 계약에 의한 인력 고용
이러한 창의성 중심의 제작 방식으로 인해 세분화된 제작, 유통 단계에
서는 한 기업이 생산의 전 과정을 수직통합한 경우보다는 각 단계별로 별
도의 기업들이 생산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영화나 공연,
음반 제작과 같이 수명 주기가 짧은 문화상품의 경우에는 특정한 프로젝
트를 중심으로 인력과 자본이 결합되어 완성품을 생산하고 해당 프로젝
트가 완결된 이후에는 모든 생산요소들의 고용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않게
된다.
영화의 예를 들어 보자. 기획사(제작사)에서 영화가 될 만한 시나리오
나 아이디어를 구하는 것으로써 영화 제작에 들어간다. 이때 시나리오 작
가나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기획사의 소속이 아니므로, 각색(develop)
이 가능한 시나리오 작가와 영화 제작에 앞서 계약을 맺게 된다. 시나리
오는 여러 번 탈고를 거치게 되고 완성된 시나리오를 토대로 영화를 만들
감독과 주연, 조연급 배우를 물색하게 된다. 감독이나 배우 역시 기획사
의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영화 제작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철저한 사전
준비를 거쳐 촬영에 들어가려면 촬영기사, 조명기사, 미술감독 등 스태프
들을 물색해야 하고 이 과정에도 역시 계약이 수반된다. 촬영이 끝나고
후반작업(post production)을 거쳐 완성품이 만들어지면, 이때부터는 배
급사라고 하는 새로운 주체가 영화 배급을 담당하는데, 극장의 예약, 영
화 광고 개시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제작사와 배급사 간에도 일정한
계약이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극장과 배급사와도 계약을 통해 상영이
이루어지고, 상영을 통해 얻은 매출액은 영화 개봉 이후 정산 과정을 거
쳐 수많은 계약 당사자들에게 배분된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영화 제작에 참여한 인력들은 한 편의 영화 프로
젝트가 존재하는 동안만 작업을 하게 되고, 유휴 기간에는 고용이 발생하
지 않는다. 따라서 몇 달 정도의 작업 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일거리를 찾
아 신규 프로젝트의 노동시장을 탐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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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고용 관행(계약 관행)은 몇 가지 문제점을 낳게 된다. 먼저 인력
의 숙련도가 지속되지 못한다.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기간 동안에만 숙련
도를 증대시킬 수 있으며 작업이 없는 기간 동안에는 실습의 기회가 없어
프로젝트가 주어지지 않는 기간이 길수록 숙련도는 떨어지게 된다. 정책
차원에서는 문화산업의 인력을 위한 경력인증제도나, 유휴기간 동안 재교
육훈련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인력 수요자인 기업은 이로 인해 새로운 프
로젝트를 구성할 때 작업인력의 능력을 쉽게 검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인력공급자는 안정된 생활 기반을 갖기 어렵다. 일부 영화 현장
스태프의 경우, 연간 수입으로는 기초생활이 보장되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이러한 고용 관행은 쉽게 개선될 여지는 적어 보인다. 대부분의 문화산
업 내 기업들은 영세하고 일부 대기업들도 창의적 인력을 고용에 의한 표
준화된 작업을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고용 방
식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다. 저작권 기반에 따른 투자의 어려움
문화상품은 수요가 극히 불안정하고 제작 과정에서 완성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때문에 원활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편이다. 특히 완
성된 문화상품도 물리적 형태의 상품이 가치를 갖기보다는 이에 대한 권
리라 할 수 있는 저작권을 기반으로 하여 가치를 파생시키는 경향이 있어
물적 담보를 통한 자금조달 역시 어렵다. 원작자의 소설을 가공하여 영화
를 제작하거나 게임을 제작하는 경우 원작의 가치는 원작이 갖는 저작권
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다.
수요가 불확실하고 제작 과정에서 물적 담보를 만들기 어려운 문화상
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진국을 중심으
로 문화상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법이 발달해 왔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여전히 감(感)에 의한 투자, 혹은 공공기금의 투자손실 보장을 통해 민간
의 자금이 유입되는 것이 상례이다. 그만큼 문화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쉽
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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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가 어렵다는 것은 사업 자체가 불안정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고, 이에 따라 자금조달자의 이해에 종속되는 속성이 생겨난다. 통
상 자금을 조달하는 주체는 문화상품의 배급(유통) 권리를 갖게 되는데,
배급자는 특정 문화상품 이외에 다른 문화상품에 대한 투자도 병행하게
되므로 온전히 특정 문화상품의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행동하지 않을 유
인을 내포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문화상품 제작에 간섭하는 경우도
생긴다.
저작권에 기반한 가치 생성이란 점에서 문화상품에 대한 투자를 유치
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과소 생산의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투자조합의 설립을 보완하는 정부 자금의 지원이나, 최근 도입된 완성보
증계정, 가치평가 시스템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일본과 같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저작권 기반의 유동화증권 발행
은 문화상품의 가치를 제작 단계에서부터 합리적으로 추계하여 이를 금
융시장에서 수용하고 유통하는 절차를 따른다. 모든 제도가 그렇지만, 아
직 완성되지 않은 무형의 문화상품을 증권화한다는 것은 이를 발행하는
측이나 수용하는 측 양자 간에 어느 정도의 신뢰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즉 문화상품의 가치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자산화하고 이를 기
초로 유동증권을 발행하여 거래하는 과정은 상대방을 신뢰하는 관행이
정착된 이후에나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문화산업에서 이러한 선
진적 관행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제도의 도입보다 시장에서 거
래당사자 간의 신뢰가 형성될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는 민관의 노력이 먼저 필요하다.
라. 고수익 고위험 산업22)
고수익 고위험 산업이란 수익의 불안정성이 큰 반면, 일단 성공을 하면
수익이 매우 높은 흥행 산업을 지칭한다. 모든 투자나 사업에는 반드시
위험이 수반되며, 기대수익의 크기에 비례해서 위험(수익의 불확실성)도
커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문화산업의 경우 수명 주기가 짧아 매번
22) 고정민(2009)을 일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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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상품을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소수의 성공 상품이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위 ‘승자독식(winner-take-it-all)’ 현상이 나타난다. 미국 영화산업의
경우 흥행 상위 10%의 영화산업이 전체 수익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Vogel, 현대원 역, 2003), De Vany and Walls(2004)의 연구에서는 대상
영화의 6.3%가 전체 이익의 80%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De
Vany & Walls, 2004). 2008년 국내 영화산업의 경우 100여 편의 작품 중
에서 이익을 조금이라도 실현한 작품은 10여 편에 불과하다.
문화콘텐츠 분야별로 위험성, 즉 성공 확률은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영화의 경우 10편 상영에 2∼3편만이 이익을 내는 성공 확률을 가지고 있
지만, 게임은 더 낮으며, 공연은 이보다 더 낮다(고정민, 2007). 따라서 게
임이나 공연의 경우에 흥행에 성공하면 영화보다도 더 높은 이익을 시현
할 수도 있다.
문화산업은 이와 같이 고위험 산업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수직계열화가
촉진되고 불공정거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특성도 있다. 높은 제작비를
최대한 회수하고, 수요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문화콘
텐츠 기업은 수직결합(혹은 수직계열화)을 하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 수
직계열화를 통해 기업이 대형화가 되어 우월적인 지위에 있게 되면 공정
거래법상의 부당한 공동행위, 부당한 차별, 거래상 지위의 남용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불공정거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영화산업에서는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초기에 제작비를 회수하
기 위해 광역 개봉이 일반화되면서 스크린 독과점 현상이 나타난 사실도
익히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영화의 다양성이 침해되거나 소비자의 자유
로운 선택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우려하는 경우도 있다.
마. 네트워크 외부효과
네트워크 외부효과란 소비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네트워크의 가치가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나누어지는데, 직
접효과는 이메일이나 메신저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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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서비스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처럼 이용자의 편익이 동일 서비스를
사용하는 다른 이용자의 수나 크기에 영향을 주는 효과를 말하며, 간접효
과는 양면시장의 특성을 가질 때 상대편의 이용자 수에 따라 한쪽 편 네
트워크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문화콘텐츠산업에도 네트워크 외부효과가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콘
텐츠 사용자가 증가할수록 하나의 유행이 형성되어 콘텐츠의 효용을 증
대시키고 이는 다시 새로운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도서,
음악, 영화 등도 유행하는 작품이나 평론가들에게 좋은 평을 받은 작품들
은 상당한 정도의 네트워크 외부효과를 갖게 되고, 그 결과 경로의존적이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바. OSMU(One source Multi use)
OSMU란 하나의 원천(상품)이 다양한 용도에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한
다. 하나의 원천이 다양한 상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어 기업의 수익을 확
대시키는 효과를 말하는데, 이때 원천이란 원재료, 콘텐츠, 기술, 상품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OSMU는 창구효과(window effect)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창구효과란
하나의 콘텐츠가 다양한 플랫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영화의
경우 극장 개봉을 거쳐 비디오와 DVD, TV방송으로 이어지게 된다. 영화
처럼 원형을 비교적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다른 경로를 거쳐서 유통되는
것도 있지만, 애니메이션을 이용하여 캐릭터상품을 만드는 것처럼 원형
을 변형시켜 다른 상품으로 제작하여 유통하는 것도 포함한다(고정민,
2007).
OSMU는 콘텐츠 공급자 입장에서는 범위의 경제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와 위험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제공한다. 콘텐츠 공급자는 해당 콘텐
츠 또는 그 콘텐츠의 차용 또는 변형을 통해 여러 단계의 윈도우에서 다
른 형태의 상품을 공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범위의 경제를 누릴 수 있
다. 범위의 경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생산기업은 복합 결합을
시도할 강한 유인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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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시장을 통해 흥행 산업의 위험을 경감시키고, 제작자는 지속적인
현금 흐름으로 안정적인 제작 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전경
련, 2005). 예를 들어, 극장 흥행에서 실패하였을 경우 윈도우효과를 통한
수요창출에 의해 손실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할 수 있으므로 제작자
입장에서는 영화 제작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미국 메이저 영화사들의
경우 수십 년간 축적된 필름 라이브러리(library)로부터 지속적인 수입이
창출되며 이는 일부 영화의 흥행 실패로 인한 손실에 대한 완충장치
(buffer) 역할을 하게 된다.
사. 정보의 비대칭성
문화콘텐츠산업에서 가치사슬상의 한 부문에 있는 기업이 다른 부문의
정보를 알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수직통합의 유인이 발생한다. 제작
사와 유통사의 거래관계에서 유통사는 상품의 특성을 정확히 알고 있으
나 제작사는 이를 잘 알지 못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제작자는
유통업자가 제공한 가격 정보에 기초하여 생산량과 가격을 결정하고 이
에 따라 유통업자와 판매 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때 생산자 입장에서는
유통업자가 시장 수요에 대한 사적 정보(private information)를 알 수 없
기 때문에 불리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한 유통업자의 불공정 계약과 정보의 비대칭성
을 해소하기 위한 수직결합으로 인해, 제작자는 시장정보를 직접 습득하
기 위해 유통업을 수직적으로 통합할 유인이 생기게 된다.
아. 유통의존형 산업
유통의존형 산업이란 가치사슬상에서 상품의 제작부문이 유통부문에
크게 의존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작부문에는 많은 업체들이 존재하는 반
면, 유통부문에는 규모가 큰 소수의 업체가 존재하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유통의 경우 극장, 통신망 등의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어 일반 소규
모 기업으로서는 진입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통신망 사업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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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허가라는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생산된 상품은 특정 유통 채
널을 확보하지 않으면 판로가 없어, 생산업체와 유통업체 사이에는 종속
적인 관계가 형성될 소지가 많다.
문화산업은 도매 또는 소매 단계에서 기술적․경제적 또는 제도적 이
유로 병목(bottleneck)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이재영․유선실, 2006).
반면 제작업자들은 진입장벽이 낮아 역량을 가진 소수의 인원으로 회사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화산업 내에 많은 소규모의 기업이 존재함은
앞에서 제시한 바 있다. 제작은 소규모 기업, 유통은 대규모 기업으로 구
성된 데다가 대체 수단이 별로 없기 때문에 유통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자. (준)공공재적인 성격
문화산업의 상품들은 공공재적인 성격을 갖는다. 다만, 비배제성과 비
경합성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의 경우 시청료나 전기료를 제외할 경우 무료로 시청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순수공공재로 볼 수 있지만, 케이블 방송의 경우 비
경합성의 조건을 충족하나 배제성을 갖고 있다.
준공공재적 성격을 갖는 문화상품에 대해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디지털 음악이나 영화 파일의 불법 복제라 할
수 있다. 비경합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비용 지불을 꺼리게
되어 보다 손쉬운 콘텐츠 획득 방법을 찾게 된다. 2006년 기준으로, 인터
넷 이용자 1인당 1개월 평균 45곡을 불법 다운로드하거나 스트리밍의 방
식으로 불법 이용한 결과, 매출 손실액은 4,141억 원에 이르고 있다(문화
체육관광부, 2008). 영화업종에서의 불법시장 피해 규모는 2007년 기준으
로 9,362억 원으로 조사된 바 있다(영화진흥위원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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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산업의 업종별 특성23)
가. 영화산업
한정된 자원을 고용하여 산출물(완성된 상업영화)을 제공하고 매출 극
대화를 위해 관객을 조사․개발하며, 극장 상영을 거친 이후 부가시장인
비디오, DVD, 케이블TV 등으로 이용되는 과정을 통해 영화산업을 이해
해 볼 수 있다.
[그림 3-2]는 아이디어 창출, 시나리오 구성, 영화 제작을 담당하는 창
작자가 한 편의 영화를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인 인력과 자금을 조달
하여 영화를 만들고 이를 상품화하는 단계인 유통, 혹은 배급을 거쳐 최
종소비자인 관객과 만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그림 3-2] 영화산업 가치사슬의 도식

23) 유진룡 외(2009)에서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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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를 모아 만든, 소위 콘티(conti)라 부르는 기획안은 영화의 기
본적인 줄거리를 개념화한 것인데 이를 토대로 어떤 대상들이 어떤 장면
이나 이야기 구조를 보고 싶어 하는지를 파악한 후 영화 제작을 위한 자
금조달을 위해 자금주를 상대로 영화의 컨셉(concept)과 대상 등을 설명
하게 된다. 작품을 구상하고 개발하는 단계의 주요한 플레이어들은 작가,
제작자, 프로듀서 등이 되고, 할리우드처럼 산업구조가 발달한 나라의 경
우에는 에이전시나 매니지먼트 회사의 대행도 일정 역할을 하기도 한다.
자금 원천은 은행에서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조합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
으며, 관계가 밀접한 주체들에게 통째로 빌리거나, 여러 명에게 갹출할
수도 있다. 설명된 작품에 대해 자금조달을 책임지려고 하거나 일부 자금
제공 의향이 있는 주체가 수용하면 그 후에는24) 구체적인 예산을 수립하
고, 작업반장이라 할 수 있는 감독을 물색하며, 출연할 배우를 캐스팅하
고, 제작에 투입될 촬영, 조명, 분장, 미술, 소품 등의 담당자를 찾게 된다.
인력 동원 이후 적절한 촬영 장소를 찾게 되면 카메라, 조명기기 등 필요
한 장비를 확보해야 하고 이후에 촬영에 임하게 된다. 또한 촬영이 끝나
면 이야기의 흐름이 원만해지고 극적인 장면들을 적소에 배치하기 위한
편집 작업과 음악 녹음, 음향 및 특수효과, 화면 보정 작업을 거치게 되며,
이후 기자, 전문기술인, 일반관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시사회를 거쳐 일
반관객에게 선을 보이게 된다.
이즈음에 제작된 영화를 어떠한 극장으로 유통시킬 것인가에 관한 의
사결정이 이루어지며 관객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전광고 활동이 발생한다.
배급은 영화산업의 독특한 유통 방식이다. 상품 유통을 전문회사가 별도
로 담당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때 그 과정에서 제작부문에 자금을
제공하면서 배급까지 대행하는 경우도 있다. 그것은 영화의 마케팅 활동
을 포함할 수도 있고, 자금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 배급의 경우도 있다. 나아가 배급의 주체들은 영화 제작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극장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정산을 대행하기도 한다.
이처럼 배급 주체들은 유통 이외의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하면서 일종의
병목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병목 지점에서 수입
24) 이 과정에서 영화개발이 교착상태에 빠지거나 아예 무산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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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화 수익의 불확실성이라는 점과 결부되면
서 흥행의 결과에 대한 위험을 분담하는 대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배급사들이 영화시장 내에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영화의 수명은 제조업의 상품에 비해 매우 짧은 것이 보통이다.
흥행 성적이 좋은 영화는 그나마 수 주간의 상영을 할 수 있지만 관객 반
응이 좋지 않은 영화라면 곧 극장에서 자취를 감추는 일도 허다하다. 따
라서 짧은 기간 동안에 되도록 많은 관객을 입장시켜야 하는 공급자는 상
영 개시 이전의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한 매체를 통해 영화의 상품성을 알
려야 한다.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와, 영화 전문잡지, 일간지, 그리고 인
터넷을 통해서 당초 목표로 삼았던 대상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 영화 제작
비에 육박하거나 그를 상회하는 자금을 동원해 광고 활동에 매진하게 된
다. 시사회도 사실 이러한 광고 활동의 일환이라 볼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서는 평론가들의 평론도 광고의 기능을 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영화를 관
람한 사람들은 주위에 영화의 평을 전파하며 주관적이기는 하지만 파급력
은 무시하지 못하는 ‘입소문(word-of-mouth)’을 만들어 내게 된다. 영화
상영이 끝난 후에는 부가창구로 옮겨가게 된다. 비디오, DVD의 대여나
<표 3-8> 연도별 한국․외국영화 전국 관객수, 전국 관객 점유율, 1인당 관람 횟수
(단위 : 만 명, %)
한국영화

외국영화

총관객수

1인당
관람횟수

64.90

6,462

1.30

4,455

49.90

8,936

1.90

48.30

5,431

51.70

10,513

2.20

6,391

53.49

5,556

46.51

11,947

2.47

2004

8,019

59.33

5,498

40.67

13,517

2.78

2005

8,544

58.71

6,008

41.29

14,552

2.98

2006

9,791

63.80

5,549

36.20

15,341

3.13

관객수

점유율

관객수

점유율

2000

2,271

35.10

4,191

2001

4,481

50.10

2002

5,082

2003

주 : * 2007년는 15,897만 명으로 추정.
자료 : 영화진흥위원회 온라인 영화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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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 이어지고,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인터넷에서의 VOD(video-ondemand), 그리고 지상파 방송 등에 이르기까지 아직 영화를 보지 못했거
나 다시 보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화가 상영된다. 통상 이처럼
한 편의 영화가 만들어지고 유통되어 관객과 다양한 매체를 통해 만나면
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과정을 가치사슬(value chain)25)이라 부른다. 최근
에는 이러한 가치사슬이 전통적인 비디오, DVD, 케이블방송, 지상파방송
의 범위를 넘어 간접광고(PPL), 관련 상품의 판매(Merchandising), 비디
오 게임과의 연계, 테마파크나 이벤트 등으로 확장되는 실정이다.
통상적인 제조업은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노동력, 자금을 동원하여 시
장에서 필요로 하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게 되고 이를 통해 이윤을
얻는다고 상정한다. 영화를 만드는 작업도 본질적인 측면에 주목해 보면
이처럼 기업이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활동과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창작
자라는 개념을 보다 광의로 해석하면 영화가 제작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자원의 집합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들은 기업이 수행하는 역할과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한정된 예산으로 영화를 찍어야 하는 제작자의 입장이라면 가급적 싸
고 우수한 자질을 가진 생산 요소를 고용해야 할 것이고, 이렇게 동원된
자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영화를 만들
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만들어진 상품인 영화가 관객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지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여 관객이 보고자 하는 것을 만들어내
려고 할 것이다. 때로는 관객의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하여 영화의 품질을
부풀려 선전할 수도 있다.
나. 게임산업
게임은 현실이 아니라 상상의 공간에서 비일상적 행위를 통해 경기자
의 잠재된 욕구 표출을 소비하는 행위이다. 물론 이러한 욕구는 사회적으
25) 원래 가치사슬이란 기업의 활동에서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과정을 지칭하는 단어
로서 부가가치 창출과 관련된 직․간접적 활동인 작업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을
말한다. 할리우드의 사례는 자넷 와스코(박조원 외 역, 2007)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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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정 받는 틀과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바다이야기’ 사례처럼 졸지에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상황도 벌어
질 수 있다.
또한 경기자의 적극적 참여를 전제로 한다. 게임의 종류를 막론하고 주
어진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참여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게임은 이로 인해 중독(addiction)이라는 특성도 갖고 있다. 그리고 게임
은 상호작용성(interactivity)이 강한 매체이다. 프로그램과의 상호작용인
가, 온라인상에서 게임에 참여하는 또 다른 누군가와의 상호작용인가라
는 차이만 있을 뿐 ‘게임’이라는 상황 자체가 실시간으로 상호작용이 일
어나는 것임에 분명하다.
게임의 역기능 현상 중 하나는 게임 과몰입(게임중독)이다. 정책적으로
는 게임 과몰입에 대해 예방 교육, 상담, 치료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다.
그렇지만 게임은 경제적 차원뿐 아니라 콘텐츠 자체의 순기능도 갖고 있
다. 재미를 기반으로 하는 게임의 체험과 몰입의 효과를 활용하는 기능성
게임 등이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국내 게임산업 중 온라인게임은 높은 성장률을 지속하면서 국내 게임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국내 게임산업 구조가 온라인게임 중심이
기 때문에 수출에서도 온라인게임의 비중은 매우 높다. 2004년 74.9%,
20005년 81.9%, 2006년 89.3%에 이어 2007년에는 95.5%가 전체 수출액 중
온라인게임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이는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온라인게
임의 높은 비중은 한편으로 특정 플랫폼의 지나친 의존도를 보여준다.
<표 3-9> 국내 게임산업 규모 추이
(단위 : 억 원, %)

게임
전체

규모
성장률

온라인 규모
게임 성장률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E)

34,026

39,387

43,156

86,798

74,489

51,436

60,391

-

15.8

9.6

101.1

-14.2

-30.9

17.4

4,522

7,541

10,186

14,397

17,768

22,403

27,556

-

66.8

35.1

41.3

23.4

26.1

23.0

자료 : 대한민국 게임백서(200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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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국내 게임산업 수출 규모 추이
(단위 : 천 달러,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E)

140,796 172,743 387,692 564,660 671,994 781,004 898,155
게임 규모
전체 성장률
22.7
124.4
45.6
19.0
16.2
15.0
온라인 규모
게임 성장률

77,671 151,722 280,505 462,721 599,993 746,229

NA

55.2

NA

83.6

74.9

81.9

89.3

95.5

자료 : 대한민국 게임백서(2004∼2008).

게임산업은, 게임을 구현하는 기반인 플랫폼에 따라 아케이드게임, 비
디오게임, PC게임, 온라인게임, 모바일게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케
이드게임은 오락실 게임처럼 가장 오래된 형태의 게임이고, 소니의 플레
이스테이션, MS의 엑스박스, 닌텐도의 Wii 등과 같은 비디오게임은 게임
이 가능한 별도 장치를 TV 등 단말기에 연결해서 이용하는 게임이다.
PC게임은 게임이 담긴 CD를 PC에 연결해서 하는 게임이고, 온라인게임
은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네트워크게임이며, 모바일게임은 핸드폰 등 모
바일 기기를 활용해서 하는 게임을 지칭한다. 이러한 플랫폼에 따라 상이
한 방식으로 게임이 기획, 개발되고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플랫폼
의 구분은 당분가 지속될 것이다.
다른 게임 분류 방식은 장르에 따른 구분이다. 대표적 장르는 RPG
(Role Playing Game)로 캐릭터 육성게임이라고 부른다. 리니지Ⅰ, 리니
지Ⅱ와 같은 MMORPG (Massively Multiple Online Role Playing Game)
는 네트워크를 통해 다중의 이용자가 동시에 즐길 수 있는 RPG를 말한
다. 이는 우리나라의 온라인게임을 대표하는 장르이기도 하다.
슈팅게임으로는 FPS(First Person Shooting)가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데, 카운터스트라이크, 스페셜포스, 서든 어택 등이 이에 포함된다. 실제
스포츠를 게임으로 구현한 스포츠게임에는 FIFA(축구), 프리스타일(농
구), 팡야(골프) 등이 있다. 게임 조작이 쉽고 이용 시간이 짧아 초보자도
쉽게 게임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캐주얼게임(casual game)으로 부르는데,
크레이지 아케이드, 포트리스, 카트라이더 등이 있다. 이외에도 격투게임,
어드벤처게임, 음악게임 등등 그 내용에 따라 게임의 장르는 매우 다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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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게임의 분류도 점차 융합 형태의 게임들이 등장함에 따라서
하나의 장르로 분류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다. 음악산업
음악산업은 음원의 기획 및 제작, 음반 제작 및 유통을 담당하는 산업
이라 정의된다. 이는 음원 제조뿐 아니라 작곡, 출판, 저작권, 공연, 매니
지먼트, 음반, 방송, 광고, 영화음악, 노래방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우
리나라에서 음악산업은 음반산업, 인터넷, 모바일을 매체로 하는 디지털
음악산업, 음악공연산업, 노래방산업 등으로 분류된다.
디지털음악산업의 가치사슬을 보면 [그림 3-3]과 같다. 디지털음악산업
구조는 전통적인 음악산업의 가치사슬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콘텐
츠 유통사가 다양화되고, 음원 대리중개업과 같은 새로운 산업 주체가 존
재하며, 디지털 파일을 통하여 대형 포털, 음악 포털, 단말기 제조사, 이
동통신사, CP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구조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림 3-3] 모바일음악 가치사슬

자료 : 음악산업백서(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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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국내 음악시장 추이

음반시장
디지털음악시장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3,733

2,861

1,833

1,338

1,087

848

911

1,349

1,850

2,112

2,621

3,562

자료 : 음악산업백서(2007).

[그림 3-4]에서 볼 수 있듯이 음반시장의 규모는 점차 감소하는 것과
달리 디지털음악시장은 점차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음악산업에서의 최근 주요 이슈는 불법 복제의 문제, 음원 사용료 배분
을 둘러싼 주체간 갈등, 업체들의 수직결합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음악산업의 특성을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
불법 복제는 음악사업자들에게 시장의 위축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이
어지고 더 이상 음악을 만들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하여 음악산업 자체
의 극심한 위축을 초래한다. 온라인음악시장에 ‘제작－유통－소비자단말’
에 이르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불법 마켓 근절이 매우 중요
한 과제이다.
다음으로는 음원 사용료 배분을 둘러싼 주체간 갈등의 문제이다. 음원
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자(작사/작곡가), 실연권자(가수/연주자), 저작인접
권자(음반기획사)가 보유하고 있는 저작권, 실연권, 저작인접권으로 구성
된다.26) 누구라도 음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권리에 대해 사
용료를 원권리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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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디지털 음원 사용료 징수체계

자료 : 음악산업백서(2007).

2000년대 들어 디지털음악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음원 사용료 수익에
대한 제작자 등 권리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특히 권리자와 이동
통신사 간의 음원 사용료 수익배분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음악시장에서도 제작부터 유통이 모두 하나의 회사에 소속되는 수직계
열화가 진전되고 있다. 디지털음악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콘텐츠의 공급,
단말기 제공, 음악 전송 등이 디지털이라는 기술을 매개로 서로 연계됨으
로써 하나의 회사에서 모든 가치사슬 단계를 소유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
었다. 특히 이동통신사들은 막강한 자금력을 배경으로 중소 콘텐츠 제작
사를 인수합병함으로써 가치사슬의 전 영역을 장악하고 있다.
반면 국내 음반사들은 온라인음악시장에서 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가치사슬 부문이 유선포털 부문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제작자들은 벅스
뮤직을 100% 지분 참여하며 인수하였다. 이들은 음악시장에서 대규모 자
금을 동원하고 있는 거대 이통사에 맞서 기존 음반시장 참여자들을 중심으
26) 광의의 저작권에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 있고, 다시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
작재산권으로, 저작인접권은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방송사업자의 권
리 등으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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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음악산업의 수직계열화
사업자
내용
예당엔터테인먼트 벅스를 인수하여 자사의 음악 사업을 디지털 영역으로 확대
블루코드테크놀로 대표적인 오프라인 음반사인 도레미미디어의 지분 52%를 인
지
수함으로써 오프라인 음반 사업까지 사업 확장
SK텔레콤
YBM서울음반 지분의 60%를 인수하여 서울음반의 대주주
10여개 기획사의 지분 투자 및 GM뮤직 인수 등 콘텐츠 제작
CJ
ㆍ소싱 - 유통 - POC 등의 산업 내 가치사슬의 전반적인 부
문에 대한 수직 계열화에 주력
자료 : 문화관광부(2007),「디지털 융합에 따른 문화콘텐츠 산업의 가치사슬 변화에
대한 연구」.

로 결집한 것으로 보이며, MP3 폰에 음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약점
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음악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
하고 있다.
라. 출판산업
책은 인류의 지적․문화적 활동에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미디어이자
문화산업의 콘텐츠 원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소설은 만화, 영화, 방송
드라마, 연극, 오페라,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재로 활용된다. 영화로,
게임으로, 만화로, 심지어는 캐릭터 상품으로까지 만들어진 조앤 롤링의
원작『해리 포터』가 대표적 사례이다.
인쇄술이 발명된 이후 책이 대량 생산되고 대중 교육이 보급되면서 대
중화가 이루어져 가장 친숙한 문화상품이 되었다. 책은 값이 싸고 휴대성
이 높아 언제, 어디서든지 이용할 수 있으며 생명 주기가 길고 많은 사람
들이 돌려 볼 수 있는 문화상품이기도 하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책은 여전히 중요한 매스미디어라 할 수 있다. 국
립중앙도서관 신간 납본 기준으로 살펴볼 때 2009년 우리나라에서는 총
발행 종수가 41,191종이었으며 총 발행부수는 1억 621만 권을 넘었다. 한
편, 서적 출판업의 매출액은 2008년 말 기준으로 3조 5759억 원에 달한 것
으로 조사되었다(문화관광부, 2010).
출판산업이란 “출판 활동을 기업의 목적으로 삼아 영리를 도모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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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 사회적․경제적 책임을 지고 계속해서 출판물을 생산하고 판매
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이두영, 1991).「출판문화산업진흥법」은 출판
의 범주에 전자출판도 포함을 시키는데 “‘출판’이라 함은 저작물 등을 종
이 또는 전자적 매체에 편집, 복제하여 간행물(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발
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출판물에 한한다)을 발행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
정한다.
위에서 특기할 점은 출판의 범주에 전자출판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종
래의 전통적 출판은 문자나 그림, 사진 정보를 종이에 인쇄하는 데 그쳤
으나 지금은 디지털화로 인해 출판이 소리나 동영상 정보를 담는 것도 포
함해 출판의 영역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제 전자출판은 온라인뿐 아니라
모바일을 통한 서비스도 이루어지고 있다.
UNESCO는 인쇄된 출판물을 기준으로 책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최소한 49쪽(표지 제외) 이상의 인쇄된 비정기간행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표 3-12> 출판 산업 패러다임 전환의 기본 구조
아날로그 출판 시대
산업구조

시장 특성
공급자 중심
미디어 환경 미디어 내 경쟁, 미디어 간 경쟁
세계시장

디지털 출판 시대

종이 출판물의 제작(편집․복제)-보 출판 콘텐츠의 기획-가공-중개
급 [매체 중심, 뚜렷한 매체 경계] [콘텐츠 중심, 매체 경계의 해체]
수요자 중심
미디어 융․복합화, 콘텐츠 경쟁

언어․지역권 출판 시장, 높은 언 글로벌 출판 시장, 낮은 언어 장
어 장벽
벽

매체의 위상 긍정적 권위, 비대체적
매체 형태
도서 등 인쇄 매체
주력 분야
교육, 문예

권위의 해체, 대체적
디지털화, 멀티유즈
평생학습 텍스트, 실용

유통 조건*

6가지 제약* 환경

유비쿼터스 환경에 따른 6C** 마
케팅 실현

수용자

수동적 독자
생산과 이용의 분리

능동적 프로슈머(소비자+생산자)
UCC(이용자 제작 콘텐츠) 급증

주 : * 6가지 제약 : 시․공간의 제약, 물리적 제약, 이용 기반의 제약, 공급 기간의
제약, 내용 검색의 제약, 미디어의 제약.
** 6C : Contents, Community, Commerce, Connection, Customizing,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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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정보 네트워크의 진화로 모바일 이용 환경이 활성화되고, 기기
및 콘텐츠 융합 추세가 현실화되면서 출판 분야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타나고 있다. 문자 기반의 기록 매체를 거치며 발전해 온 출판은 콘텐
츠의 변모와 OSMU, 매체 형태의 다양화, 시장 및 산업구조의 변동이 가
속화되고 있다.
특히 본격적인 성장기에 진입한 전자책의 시장 구도 정립, 종이책 단행
본 시장의 약 20%인 5,000억 원이나 될 만큼 유력한 유통 경로로 자리잡
은 인터넷서점의 발달, 디지털출판 콘텐츠의 소량 종이 출판을 가능케 하
는 주문형 출판(Publish on Demand : POD)의 산업적 부상, 인터넷상의
도서 본문 검색 서비스 도입, 저자-독자의 쌍방향 정보 공유, 최근 각광
받는 이용자 제작 콘텐츠(User Created Contents : UCC)의 원조격인 창
작 발표 사이트의 증가, 인터넷 블로그 콘텐츠의 종이책 제작 및 밀리언
셀러 현상에 이르기까지 출판을 둘러싼 매체와 콘텐츠의 융합은 가히 혁
명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출판은 종이책 중심에서 디지털 네트워크 미디어로 범주가
확장되었고, 온․오프라인 서점 중심의 유통 경로는 인터넷과 방송까지
포함한 다채널화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그림 3-6] 유비쿼터스화에 따른 출판산업의 주요 변화 전망

생산

저술 주체 : 전문 저자 + 콘텐츠 프로슈머, 네티즌(블로거 등)
출판 형태 : 종이책 + POD(주문형책), 전자책, 오디오북, 웹콘텐츠
출판 업태 : 멀티 출판콘텐츠 생산(기획․가공)업

유통

유통 경로 : 온․오프라인 서점 + PC, 모바일기기, IPTV 등
유통 거점 : 종이책 + 전자책 도․소매
중점 기능 : 중개 + 소비자 맞춤형 유통서비스 기능

소비

제품 정보 : 디지털 본문 검색, 부가정보 링크
구매 방식 : 패키지 구매 + 분절(부분) 구매
소 비 자 : 능동적 정보 이용자(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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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출판과 관련된 디지털화는 주로 생산과 유통 측면에서만 제한
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CD-ROM 등의 패키지 전자출판물 발행에 이어
인터넷 보급에 따른 인터넷 서점이 유통 경로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문화
콘텐츠 가운데 유독 아날로그 방식이 강세를 보이는 종이책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생산, 유통, 소비에서도 디지털 환경이 출판시장의 변모
를 주도하고 있으며, 디지털 출판 콘텐츠는 독자적인 생산, 유통, 소비 구
조를 확립함으로써 시장의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다.
마. 방송 및 광고산업
방송콘텐츠는 비배제성, 비경합성 속성을 지닌 순수공공재(public goods)
에 속하지만, 최근 케이블, 위성, DMB, IPTV 등 유료방송 서비스가 활성
화됨에 따라 비배재성이 완화된 준공공재(quasi-public goods)로 간주되
고 있는 실정이다.
방송콘텐츠산업은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하여 부가가치가 매우 크게
발생하며, 타 산업에 비해 높은 창구효과(window effect)를 보임에 따라
범위의 경제 실현도 가능하다. 이러한 방송산업의 기능은 보도(노출), 계
도, 문화(오락), 경제(광고), 정치․사회적 기능 등이 있다.
[그림 3-7] 방송영상산업 매출 추이 분석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2010),『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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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상파방송사(KBS, MBC, SBS)는 절대 재원인 광고 수입이 줄어
드는 등 경영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며, 케이블TV, 위성방송, DMB 등의
유료방송 매체들은 방송시장을 주도해 온 지상파방송사와 통신시장을 주
도해 온 통신사업자의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 방송영상산업의 전체 시장 매출은 약 16조 원(2008년 기준)
으로 2007년 대비 4.0% 증가한 규모다. 이 중 방송사업 수익은 총 매출액
중 방송 이외의 기타 사업수익을 제외한 수신료 수익, 광고 수익, 협찬 수
익, 프로그램 판매 수익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모는 8조 6,276억 원이다.
최근 3년간 방송서비스별 매출액 추이를 살펴보면, 지상파방송은 매년
점유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 채
널사용사업방송의 경우, 최근 4년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방송 매출액의 3분의 1 정도(33.8%)를 차지하고 있는 방송광고시장
은 2009년말 기준, 2조 8,138억 원으로 전년대비 12.5%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났다. 지상파방송은 1조 9,182억 원으로 전체 광고시장 중 68.3%를 차
지하고 있다. 종합유선방송은 1,065억 원으로 전년(1,175억 원)에 비해
9.4% 감소하였으며, 방송채널용사업은 전년대비 12.5% 감소한 7,694억
원으로 나타났다. 방송사업 수익에서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자상파방
송사가 58.9%로 가장 높으며, 종합유선방송이 5.9%, 방송채널용 사업자
가 23.3%, 일반위성 3.2%로 매체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광고는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역할 외에 자체로서 독립적인 산업이
다. 따라서 국가 산업정책의 차원에서 광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광고산업의 건강한 발전은 경제안
정을 위한 중추적 과제라는 인식이 요구된다.
광고는 경제발전의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중요한 지
식 문화콘텐츠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광고의 수단에서 애니메이
션, 디자인, 예술, 컴퓨터그래픽, 공연 등 종합예술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광고산업은 고급 두뇌산업이고 지식산업으로
서 21세기 정보화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하며, 국가 이미지 제고 및 세계
시장을 개발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92

고용구조 선진화를 위한 서비스산업의 일자리창출 역량제고 방안(Ⅱ)

제4절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전망과 발전전략

1.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향후 전망
가. 디지털 융합의 고도화에 따른 문화산업의 변화
다른 분야나 업종과 마찬가지로 문화산업도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
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영화, 음악, 게임, 출판, 방송 등 전통적인 문화
콘텐츠들이 변천해 온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전달매체 변화에 따라 새
로운 미디어의 문화상품들이 등장했으며, 궁극적으로 이는 전달되는 문
화상품의 내용과 형식도 변화시킨 바 있다. 무성영화에서 유성영화, 흑백
영화에서 컬러영화로의 변모, 그리고 이에 따른 서사 구조의 영화나 입체
영화의 등장, TV 수상기의 등장에 따른 영화업계의 대응, 비닐레코드나
테이프 형태의 음반에서 CD와 파일 형식의 음악의 등장, 아날로그 방식
의 제작 및 송출에서 디지털로의 전환을 보여준 방송 등 항상 기술의 변
화가 문화콘텐츠를 대중에게 제공하는 방식과 그 내용에 영향을 주었다
고 볼 수 있다.
컨버전스(Convergence)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제까지 상이
한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기능 및 서비스가 하나의 제품에서 활용될 수 있
도록 수렴되는 현상을 말한다. 융합은 미디어-콘텐츠산업의 가치사슬(콘
텐츠-미디어-소비자)의 변화를 촉발하고 있고, 전 부분에 걸친 가치사슬
의 파괴와 새로운 시장 창출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i-Pod은
iTunes 음원서비스, i-Phone은 앱스토어와 스마트폰, i-Pad는 Media 태
블릿 PC와 퍼스널 클라우드의 시장 활성화를 촉발하고 있다.
융합 플랫폼 등장에 따라 미디어콘텐츠 접근에 대한 병목 현상이 사라
지면서 미디어산업의 가치사슬이 콘텐츠 중심으로 재편 중이다. 방송, 통
신, 영화 및 음악 등의 유형에 따라 수직적으로 배열된 네트워크, 플랫폼,
콘텐츠 등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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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융합시장의 변화, 새로운 산업 생태계 등장
분야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사용자

디바이스

내용
콘텐츠 유형의 변화
- 단순한 시청에서 벗어나 소비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양방
향적 체험형 콘텐츠로의 유형 변화
다채널 다매체 경쟁 가속화
- 개인화된 틈새형 콘텐츠 중심의 플랫폼시장 확대/디지털 전환
후에는 무선으로 확대된 유비쿼터스 기반 플랫폼 시장으로 확
대 기대
- 고정(fixed)/이동(mobile) 축과 통신/방송 축에 걸쳐 있던 매체
들이 하나의 중심으로 융합될 것으로 예상
- 한정된 콘텐츠를 중심으로 치열한 경쟁
IT와 인터넷 진화
- 초고속 광대역화, 모바일화, 유비쿼터스화
새로운 콘텐츠 소비행태의 변화
- 제품/서비스에 대한 주도권이 기업에서 소비자로 이관되고 소
비자 선택권이 높아져 다양하고 차별화된 욕구 추구 가능
복합기능의 단말융합
- 하나의 단말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구현 가속화
- 컨버전스와 동시에 디버전스 전개

디지털 컨버전스는 콘텐츠의 개념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유선과 무
선의 통합, 방송과 통신의 통합,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통합, 단말기의 통
합 등 장르 간, 영역 간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융합화는 탈
장르화로 이어지며 이종산업 간의 활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한다. 콘
텐츠의 탈장르화와 이용자 중심으로 요약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기존 콘텐츠 생산․유통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 등장하고 있다.
PC를 통해 드라마를 다운로드 받거나, 휴대폰을 통해 이동 중에 시청하
게 되었고, <반지의 제왕>과 같이 영화의 개봉과 동시에 동일 시나리오
(콘텐츠)에 기반을 둔 게임, 만화, 음반의 동시 발매가 이루어지며, 체험
형 감성콘텐츠 등이 등장하고 있다. 게임과 교육콘텐츠가 통합되어 에듀
테인먼트나 기능성 게임(serious game)의 형태로 발전하는 것과 같이 장
르 간 융합으로 인하여 콘텐츠의 복합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기술이 시장을 창출하는 산업 모델도 등장하고 있다. 혁신적 기
기가 콘텐츠․서비스의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 애플(Apple)사의 ’MP3 기

94

고용구조 선진화를 위한 서비스산업의 일자리창출 역량제고 방안(Ⅱ)

기(iPod), 서비스(iTunes), 콘텐츠(음악, 영화, 방송)‘의 결합 모델은 대표
적인 성공 사례이다.
융합시대에는 플랫폼도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사람들은 게임
기, 휴대폰 등 다양한 기기를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사용하기를 바란다.
다양한 플랫폼의 디바이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다양한 콘텐츠를 요구
한다. 스마트폰뿐 아니라 게임 콘솔이나 PC, 가전제품, 태블릿 PC 등 수
많은 종류의 단말기기들이 증가함에 따라 동일한 애플리케이션, 동일한
콘텐츠들이 여러 플랫폼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미 게임 분야에서는 서로 다른 플랫폼용으로 출시된 게임으로 멀
티플레이를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디지털 융합시대로 진입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영역 확대와 복합 미
디어그룹으로의 변신도 가속화되고 있다. 향후 수평결합을 통한 대형화
와 수직결합을 통한 다각화를 넘어 이종 업종 간 결합을 통한 사업 영역
확대와 다각화를 이루는 복합결합화가 글로벌 기업의 일반적 경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Sony는 가전(소니일렉트로닉스), 영화(소니픽쳐스), 음
악(소니뮤직), 게임(소니컴퓨터), 금융(소니파이낸셜) 등에서, GE는 방송
(NBC, DirecTV와 제휴), 영화(NBC 유니버셜), 테마파크(유니버설 스튜
디오) 등으로 영역을 넓혀가며 미디어콘텐츠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융합환경은 콘텐츠 생산과 유통의 비용을 현저히 낮춤으로써 미디어
산업의 경쟁을 촉발시키고 콘텐츠의 양과 유통채널을 대폭 확대하고 있
다. 과점시장에서 경쟁시장으로 변모하며, 로컬시장에서 글로벌시장으로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 모바일, 케이블TV, IPTV,
WiBro, HSDPA 등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콘텐츠 유통 채널이 다양화
되었으며, 미디어콘텐츠산업 전체의 가치사슬이 변화하게 되었다. 융합
환경에서는 방송 및 통신 영역 간의 융복합화에 따라 기존의 네트워크,
플랫폼 중심의 산업구조가 콘텐츠 중심의 가치사슬에 따라 재편되고 있
다. 물론, 융합은 콘텐츠의 서비스 및 배포 방식에 대한 변화일 뿐이고,
기획과 창작의 문화적 행위라는 콘텐츠의 본질적 속성은 변하지 않으며,
콘텐츠의 특성과 가치에 따라 미디어, 플랫폼, 네트워크가 서로 교차(crossover) 또는 통합하는 모습을 지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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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콘텐츠산업의 가치사슬 변화 추이

콘텐츠
분야

패키징
분야
전송
분야

- 디지털 영화와 광대역을 통한 VOD 등 새로운 배급체계 대두 : 디
지털화로 영상자료 제작비 절감. 새로운 실험적 장르 가능
- 콘텐츠 제작비와 판권의 비용 상승
- 배급 창구의 상대적 규모 및 중요성의 변동
- 소비자와 직접 거래, 같은 콘텐츠를 다양한 단말기로 서비스
- 소수 대규모 콘텐츠 사업자가 성장하고 있으나, 매우 분절된 시장
구조
- 거대 기업의 시장 지배
- 민영화 추세로 지상파방송의 성장과 더불어 유료 TV 증가
- 디지털 플랫폼 성장
- Aggregator 등장
- 시장집중화: Access Provider가 집중될 뿐 아니라 가치사슬이 타
분야와 수직결합
- 사업 다각화

자료 : 장용호 외(2004), KISDI, p.35.

기존의 콘텐츠 유통 과정은 각 전송 단계(Value Chain)의 수직적 통합
형태가 다수였으며,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사를 배제해 왔다. 또한,
과거에는 통신업자나 방송사 등 망사업자가 지배력을 행사했으나, 서비
스의 채널이 다양화되면서 양질의 콘텐츠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
는 상황이다.
나. 문화산업에서 창조산업으로의 변화
문화산업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미국에서는 미디어&엔터테
인먼트산업, 영국에서는 창조산업이라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 우리나라
에서는 주로 문화산업이라는 용어로 사용되지만 영상산업, 오락산업 등
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콘텐츠산업은 콘텐츠라는 단어에 충실하게 정의
하면, 미디어(방송통신, 극장, 패키지 등)에 사용되는 모든 내용물의 제작,
유통, 소비와 관련된 산업이라 할 수 있다(고정민,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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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은 국민경제 구조에서 서비스부문에 속한다. 서비스산업의 종
류가 다양하듯이 콘텐츠산업도 매우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정의하기가 어
렵고 특성도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서비스산업의 특성의 문화산업
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지만 가치사슬 관점에서 보면 제작은 제조업의 특
성이 일부 있고, 유통부문은 서비스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문화산업은 마지막 콘텐츠상품을 만드는 과정(예를 들어
음악을 CD로 제작)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서비스적인 특성을 가지
고 있어 산업분류상 서비스산업에 포함되어 있다.
20세기 초반의 경제구조는 생산성과 대량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하드웨
어 시대였고, 20세기 후반은 정보통신기술(IT)이 발달함에 따라 인터넷,
반도체 등 지식경제가 발달한 시기로 들어섰지만, 21세기에 이르러 소프
트웨어 및 문화를 기반으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이 경제활
동의 핵심이 되고 있다(고정민, 2009).
<표 3-14> 서비스산업과 문화산업의 특성 비교
서비스산업의 특성

부합
여부

기술

- 낮은 자본장비투자 대비 높은 건물투자 ○

생 노동
산

- 일부 서비스산업은 낮은 숙련도 요구
- 전문지식은 중요하나 기술지식은 대 △
적으로 중요하지 않음.

생산
산업조직

- 생산은 비연속적, 규모의 경제는 한계 ○
-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소규모 사업 △

제품성격

- 무형이고 저장 및 운송이 어려움.
- 제품 간의 구분이 어려움.

△

- 소비자의 요구에 맞추는 맞춤형

○

지적재산권

- 복제가 쉽고 보호하기가 어려움.
- 명성이 매우 중요

○

제품의 전달

- 생산과 소비가 인접(시간과 장소가 동
△
일하고 동시에 일어남)

제
제품특징
품

소
비

소비자 역할 - 생산과 소비의 분리가 어려움.

△

문화산업 특징

- 프로젝트형
제작시스템
- 고급 인적자원

- 경험재
- 문화재
- 공공재
- 창구효과
- 네트워크 외부
효과
- 문화적 할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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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창조경제의 부상

자료 : 고정민(2010).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2008)는 창조경제의 시대에서 창의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과학, 문화, 경제, 기술 등 다양하며, 국가를 지탱하는 4
개의 자본(사회, 인력, 문화, 제도)이라는 점과 창의성은 상호작용을 통해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점을 부각시
켰다. 또한 유엔무역개발회의는 창조경제를 예술, 문화, 기술, 거래와 같
은 지적 자본을 핵심요소로 하여 재화와 용역의 창조-생산-분배를 아우
르는 개념으로 보고, 창조경제의 주요 동력으로서 기술(technology), 수요
(demand), 관광(tourism)에 주목하고 있다.
창조경제의 핵심에는 창조산업(creative industries)이 있다. 창조산업
의 개념을 가장 먼저 도입한 나라는 영국이다. 1998년 영국의 문화미디어
스포츠부(DCMS)는 창조산업을 신경제의 최전방에 배치하고 지식․정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개인의 창조성과 지적재산권을 강조하고 있
다. DCMS는 창조산업 전략보고서에서 창조산업을 개인의 창의성과 기
술, 재능 등을 활용하여 지적재산권을 설정하고 이를 소득과 고용창출의
원천으로 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창조산업은 창조성과 지적자
산을 1차 요소로 하여 생산된 재화와 용역을 창조․생산․분배하는 산업
으로서 유형 산출물뿐 아니라, 콘텐츠, 경제가치 등을 포함한 무형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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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예술 서비스를 포괄하고 있다.27)
콘텐츠산업은 창의성과 상상력을 기반으로 제품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콘텐츠 상품에 내재된 창의성을 구매하는 것이라 볼 수 있고,
창의성과 상상력이 콘텐츠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콘
텐츠산업은 창조경제를 지탱하는 기둥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콘텐츠
산업이 창조경제에 미치는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콘텐츠산업은 산업적인 측면에서 창조경제를 지탱하고 성장을
견인하는 성장동력의 역할을 한다. 콘텐츠산업이 이와 같이 향후에도 성
장잠재력을 가지는 것은 창조경제시대를 이끄는 통신기술과 미디어기술
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콘텐츠시장이 탄생하기 때문이다.
둘째, 창의성과 상상력이라는 요인을 타 산업이나 국민경제에 유포시
킴으로써 창조경제시대를 앞당기는 데 기여한다. 콘텐츠산업은 업계나
인력, 기술 측면에서 창의성과 상상력을 발현하고 표현하는 역량을 가지
고 있다. 따라서 콘텐츠산업은 창조경제시대에 이러한 노하우나 역량을
타 산업에 확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나아가서는 콘텐츠산업에 배태
된 창의적 역량이 교육이나 사회로까지 확산되어 국가 전체의 창조 역량
을 강화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은 창조경제를 앞당기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콘텐츠산업은 지역의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콘텐츠
산업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콘텐츠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도시 지
역에 창조지구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면서 성장한다. 미국 뉴욕의 실리
콘 밸리, 서울 강남 및 충무로 지역의 영화산업 클러스터, 미국 로스엔젤
리스의 할리우드 클러스터 등 콘텐츠산업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클
러스터에서는 콘텐츠산업의 창의적 작품을 제작하는 현장이면서 그 지역
에 창조적인 문화를 파급시키는 역할을 한다.
넷째, 콘텐츠산업은 창조경제시대의 소비자문화를 주도한다. 창조경제
시대에는 삶의 질을 중시하고 문화와 감성을 존중한다. 이러한 특징을 가
진 소비자들에게 콘텐츠산업은 삶의 질 향상 및 문화향수 제공 측면에서
최적이고, 문화예술과 놀이문화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
27) 김윤경(2007), pp.12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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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비자의 변화
미디어의 융합은 장소와 기기에 관계없이 원하는 콘텐츠를 소비 혹은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디지털융합 환경에서 이용자의 특
성은 상호작용성과 개인성, 선택성의 강화로 논의된다.28) 이용자들은 양
방향적이고 개인화된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는 매체를
선택하고 이용할 때의 선택권이 매체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변화하
고 있음을 의미한다.29)
전통적인 미디어에서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전송하는 의미에서의 송신자
가 존재지만, 디지털미디어의 큰 특징인 상호작용성으로 인해 생산자 대
소비자 등의 이분법적 구도가 모호해지면서 프로슈머(prosumer)라는 표현
까지 등장하였다. 그러나 수용자에서 콘텐츠를 창조적으로 생산하는 창조
자로서 변화하는 것은 쌍방향성 등과 같은 기술적 특성뿐만 아니라 결국
이용자의 의지에 의해 결정되는 것30)이라는 주장이 있다. 오늘날의 수용자
들은 과거에 비해 기술에 익숙하며 소비의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인터넷 접속 인구 80% 시대에 있어서 인터넷은 이제 가장 중요한 콘텐
츠 이용 채널이 되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을 통한 콘텐츠 이용이 결국에
는 게임산업은 물론이거니와 음악산업, 영상산업, 나아가 출판산업 등 모
든 디지털 콘텐츠 관련 산업의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소비자는 사회적 활용(예를 들면 유행하는 프로그램 시청을 통
해 타인과의 대화 주제를 찾는 것 등), 소외감 해소, 정보 추구 등과 더불
어 여가 활용, 습관적 활용, 현실세계로부터의 도피 등의 동기로 콘텐츠
를 활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디지털 융합시대에 들어와서는 점차적으로
‘사회적 활용’ 부분이 훨씬 더 많이 강조되고, 이 외에 ‘자기 표현’으로서
의 콘텐츠 이용 동기가 새롭게 강조되고 있다. 타인과는 차별화되는 자기
표현을 위해 새로운 콘텐츠를 찾고, 가상 공간을 통해 끊임없이 세상에
28) 심미선(2008), pp.205～231.
29) 박원상(2007).
30) 황상재(1998), pp.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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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를 알리고자 한다. 이러한 욕구는 결국 사회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자기 표현이 바탕이 되어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동기로서의 콘텐츠 이
용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별할 필요 없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여건과 기회를 대폭적으로 증가시켰다. 또한 이용자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체들을 가리지 않고 넘나들며 관계 형성 및 유지를
위해 이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매체들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발전전략
이상에서 살펴본 문화산업의 전망과 우리 문화산업의 강점․약점 분석
을 통해 발전전략을 제안해 보도록 한다.
우리 문화산업의 강점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고도화된 IT(방송, 통신)
인프라, 한류 브랜드화(드라마, 가요, 영화)의 진행, 그리고 온라인, 모바
일게임의 선도 등이다. 우리는 인터넷, 와이브로 등 세계 최고의 IT 인프
라를 기반으로 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위한 여건이 구비되어 있으며, 일
본에서는 ‘소녀시대’ 등 아이돌 그룹을 중심으로 한 제2한류의 붐이 일어
나고 있다. 그리고 온라인게임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
온라인게임의 경우 2009년 10억 달러의 수출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2001
년 1억 3천만 달러였던 것을 감안하면 10년간 10배 정도의 성장을 한 것
이다.
다음으로 약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들로는, 먼저 제작부문의 영세성
과 협소한 내수시장, 콘텐츠 유통기반 취약과 불공정거래, 그리고 게임
과몰입에 따른 사회적 역기능 발생 등이다.
그간 콘텐츠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창작이나 제작 여건은 여전히 취
약하며, 내수시장이 협소하여 선순환적 생태계 조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이 많다. 또한 병목 역할을 하는 미디어, 포털을 중심으로 콘텐츠 제공자에
대한 불공정한 관행이 상존하며, 콘텐츠 업계 내부에서도 부당한 강제행위
등이 존재하는 실정이다. 그리고 청소년을 중심으로 게임 활동에 과몰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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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례가 빈번하고, 극단적인 경우 사망에까지 이르는 등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에 초점을 두면서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고 있다.
기회 요인으로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고 스마트폰의 확산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 G20 회의 후 국가브랜드가 제고된 점, FTA
등 시장개방 확대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스마트폰 이용자는 2010년 10월 기준 400만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
산되어 그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앱스토어 등 콘텐츠 활
용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환율 협약 등 G20 회의 이후 국제사회
에서 우리나라의 리더십이나 주도권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
으며, 한-EU FTA에 이어 체결된 한-미 FTA 등 콘텐츠산업에서도 시장
개방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협 요인으로, 저작권 인식 미비 및 불법유통 만연, 지역
간 소득, 정보 격차 등 불균형의 지속, 글로벌 기업의 국내 진출과 후발경
쟁국의 추격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2008년 불법복제물 시장규모는 약 9,660억 원에서 2009년 8,784억 원으
로 전년대비 9.1%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올바른 저작권 활용에 대한 인식
수준은 더욱 높아져야 한다. 또한 고속철 개통 지역의 확대에 따라 지역
간 이동 가능성은 높아졌으나 이와 동시에 수도권의 흡수 기능도 높아지
면서 문화콘텐츠산업의 수도권 집중도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마지막
으로 세계 주요 글로벌미디어 기업의 국내 진출과 더불어 중국 등 콘텐츠
산업의 후발경쟁국의 기술 수준은 우리 콘텐츠산업을 추격하고 있어 경
쟁력을 지속적으로 제고시키지 못하면 선진국과 후발국 사이에서 넛 크
래커의 신세가 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이에 따른 요인 분석을 정리하면 <표 3-15>와 같다. 이렇게 정리된 강
점(strength), 약점(weakness), 위협(threat)과 기회(opportunity) 요인에
따라 강점을 기회를 활용하는 S-O 전략, 위협 요인을 강점으로 극복하는
S-T 전략, 약점을 기회 요인을 통해 극복하는 W-O 전략, 그리고 위협에
대비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W-T 전략으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3-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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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요인 분석
<표 3-15> SWOT 정리
강 점 요 인 (S)
- 고도화된 IT (방송, 통신) 인프라
- 한류 브랜드화 (드라마, 가요, 영화)
- 온라인, 모바일 게임 선도

약 점 요 인 (W)
- 제작의 영세성과 협소한 내수시장
- 콘텐츠 유통기반 취약과 불공정거래
- 게임 과몰입에 따른 사회적 역기능

기 회 요 인 (O)

위 협 요 인 (T)

-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및 스마트폰 확산 - 저작권 인식 미비 및 불법유통 만연
- G20 회의 후 국가브랜드 제고
- 지역간 소득/정보 격차, 불균형 지속
- FTA 등 시장개방 확대
- 글로벌 기업 국내진출과 후발경쟁국 추격

ㅇ 전략 분석
<표 3-16> SWOT에 따른 문화산업의 발전전략
S-O 전략
- 모바일 미디어 확장과 수요 증대에 따른 차세대 콘텐츠산업 육성
- 소재 및 기획 방식의 다양성 확보에 기초 한 한류 열풍 지속 및 브랜드화
- 글로벌제작 역량 강화 및 해외진출 활성화 S-T 전략
- 뉴미디어, 앱스토어 유통 콘텐츠에 대한 저작 권 보호 강화 및 합법적 저작물 유통기반 확립
- 한류 브랜드 수요 대처 및 IT 인프라 기반을 통한 지역 문화산업 육성
-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글로벌 브랜드 콘텐츠 육성

W-O 전략
비즈니스 실무 역량을 갖춘 글로벌 창의
인력 양성
예술과 콘텐츠, 관광을 연계하는 종합 지
원체계 구축
게임 과몰입 해소 및 예방 조치 확대
W-T 전략
영세콘텐츠 기업 중 역량 있는 기업에 대
한 지원 확대
스토리텔링, 아이디어 마켓 등 콘텐츠 개
발 핵심역량의 강화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는 콘텐츠산업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이러한 전략들을 대별하면, 문화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영역을 진
단하여 걸림돌을 제거하고,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만한 영역이 있으면 이
를 창출하고, 글로벌 세계에서 우리 문화상품을 잘 팔 수 있는 곳을 찾아
나서는 작업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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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장 활성화 전략 : 지적재산권 보호 및 공정경쟁 강화
우선 시장의 제도적 틀을 제대로 확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저작권 등
문화산업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는 창작자의 권리이자 유인으로 작용하
게 되는데, 자신의 노력에 대한 합리적 보상 기준이 없다면 시장이 활성
화될 수 없다. 불법 복제물 규모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소비자들의 인식 수준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교육을 통한 홍보도 병행되
어야 할 것이다.
콘텐츠, 플랫폼, 디바이스라는 세 개의 축은 점차 디지털화되어 가는
문화산업의 제작 및 유통 환경 속에서 상호 협조라는 전략이 필요하다.
보완적인 관계를 갖는 세 개의 축을 담당하는 기업들 간에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 각 주체의 이해에 따라 수직합병을 할 수도 있겠
지만, 불필요한 수평적 경쟁은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 단계에서
는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강하여 콘텐츠 제공기업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콘텐츠 제공자들을 하청업체로
전락시켜서는 안 되므로 이러한 관행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규제법을 갖
고 있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로서는 엄격한 공정경쟁 질서 구축이 현실
적으로 어려우므로, 관련 실태조사를 통한 정보 제공, 공정거래협의체 구
성을 통한 상시적인 의사소통 체계의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나 방송통신
위원회와의 공조 체계를 통해 실질적인 불공정 행위의 감시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결국 시장 활성화라는 것은 정부 지원금을 통해 강제적으로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스스로 기업 활동, 인력
활동을 하게끔 하는 유인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고, 가장 중요한 시장 성
립 요건인 저작권과 공정경쟁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시장 창출 전략 : 창의 영역 분업화, R&D 확대, 자금조달의 원활화
산업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분업화와 전문화가 상대적으로 많이 진전
된 것을 말한다. 한 사람이 혹은 한 기업이 생산도 하고 스스로 자금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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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며, 시설장비도 제조하고 유통까지 담당하는 1인 다역은 겉보기에는
그럴싸하지만 분업의 이득, 전문화의 이득을 누리기 어렵다.
우리 문화산업에서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되어 온 것은 창의적 소재의
부족, 소위 히트 콘텐츠의 부족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창의적 소재나 이
야기는 결국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보았을 때 제대로 된 창의 인력을 많이
키워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창의성은 선천적으로도 나
오겠으나 근본적으로 교육으로부터 발생된다고 볼 때 단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할 사안은 아니다. 하지만 완성되기 전이라도 자신의 고유한 아
이디어가 사업 활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은 문화산
업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문화산업은 창의성을 점차 키워나가는
작업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창의적 영역을 분업화하는 것 역시 인위적인 장치로 달성하기
어렵다. 결국 산업 규모가 성장해서 분업에 대한 요구가 자연스럽게 작업
의 분화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창의 인
력을 양성하는 기관이 더 효율적․효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겠고, 끊임
없는 커리큘럼 개선도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일본 방식의 제
작위원회와 같은 제도를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특정 콘텐츠에 대
한 아이디어를 상업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OSMU가 가능한 모
든 업체들의 모임에서 내리는 것으로, 가치 추정, 완성 보증, SPC 등 현
재 활용가능한 자금조달 지원제도와 연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제작위원회에서는 미성숙한 콘텐츠 아이디어를 시나리오 등으로
개발하기 위한 멘토링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는 기술 발달에 따라 R&D 개념과 이에 따른 실질적 지원제도
도입이 요구된다는 점인데, 현 세법상으로는 문화산업에서의 R&D 활동
이 비용으로 처리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과, R&D 활동이 우회 생산(roundabout production)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보다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더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생산구조를 갖기 위해서는 적은 규모의 기업이라도
콘텐츠 R&D 활동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망설여서는 안 된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이 실패의 위험 부담을 안고 R&D 활동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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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이것이 사회적 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위험부담을 나누는 행위
가 필요하다. 특히 3D나 CG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콘텐츠에 있어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로부터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높다는 점
을 인식하고 관련 기술개발 활동이나 인력 교육 등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
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향후 문화콘텐츠산업에서의 주요 키워드가
‘3D 콘텐츠 산업성장’, ‘스마트 TV, 테블릿 PC 등의 빅뱅’, ‘SNS기반 콘
텐츠 급증’이라고 볼 때 콘텐츠 자체뿐 아니라 디바이스, 미디어 등에 대
한 기술 투자도 시급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측과 공급하려는 측 사
이에 신뢰가 제고되어야 한다는 점은 앞에서 지적한 것과 같다. 신뢰의
문제는 한 번 만나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신뢰를 축
적해 가야 하므로, 문화산업에서의 기업들이나 개인들이 자신의 작품 경
력, 사업화 경력 등을 공인받도록 하고, 특히 프로듀싱을 담당하는 주체
들은 제반 정보를 모아 두고 이를 분석하거나 추후 콘텐츠 제작시 금융기
관 등에 제공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창의적 인력, 기술개발 활동에의 투자, 신뢰 개선을 통한 자금조달 가
능성 제고 등은 결국 공급자들이 자기 책임 하에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할
유인을 제공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고, 설령 개발에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개발 기록이 남게 되어 사회적으로 의미 없는 활동을 하지 않았음
을 입증할 수 있으며, 이는 계속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동적
인 문화산업의 ‘문화’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다. 글로벌 진출 및 상호교류 전략
지금까지의 해외진출은 다소 우연적이거나 비체계적이거나, 아니면 소
극적인 방식을 따라왔으나, 이제는 보다 전략적인 차원에서 접근 방식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 문화산업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지
적이 많은데, 향후 우리 문화산업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낼 수 있는 곳
은 해외로의 진출밖에는 없다. 이에는 해외 현지에서 우리 문화콘텐츠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직접 시장 확대를 하려는 적극적 방식과, 해외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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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대한 법률, 시장 정보, 통역 등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 구축과 같은
간접적인 방식을 모두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점은, 과거에 우리 것만을 진출시키겠다는 사고(思考)가 혐(嫌)
한류, 반(反) 한류로 나타난 결과를 반성하고 우리 문화상품의 진출도 중
요하지만 현지의 문화상품에 대한 수용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다. 문화적 교류는 반드시 해당 국가의 문화서비스나 상품을 일정량 수입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문화 교류를 통해 우리를 알릴 수 있는 지한파
(知韓派)를 만들고 현지 인력양성을 지원하거나 인력교육 교환프로그램
등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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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머리말

최근 문화산업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
자리창출을 선도할 산업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대
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전체적으로 문화
산업의 사업체수는 감소 추세이며, 문화산업 취업자수는 정체 상태이다.
문화산업은 인적자본의 특성, 채용 관행 및 보수 결정 등에서 매우 이질
적인 하위 산업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문화산업 혹은 문화인력을 단일
하게 정의하는 것은 과도한 일반화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문
화산업의 고용이 정체 상태에 있으나 어떤 하위 산업 혹은 직업에서 고용
이 감소․증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각 하위 산업(직업)의 고용 특성을
비교분석하는 것은 향후 문화산업의 고용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어
서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표준분류체계를 이용하여 문화산업 및 문화인력의
고용변동 추이와 일자리 특성을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본 장에서
문화산업 분류는 제2장에서 정의된 분류 기준을 따르며, 문화산업 종사자
를 핵심문화인력, 생활문화인력, 연관산업인력으로 구분하여 문화산업 종
사자의 고용변동과 일자리 특성을 살펴본다. 생활문화산업의 고용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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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본 보고서의 별도의 장에서 다루고 있으며, 연관산업은 문화부문으로
서의 특정성이 약하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문화산업 중에서 핵심문화인
력을 중심으로 문화산업의 고용 추이를 살펴볼 것이다.
본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절에서는 기존 문헌 검토를 통하
여 문화산업 노동시장의 일반적인 특성을 소개한다. 이어서 제3절에서는
통계청의「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한국고용정보원의「산업․직업별 고
용구조조사(OES)」를 중심으로 문화산업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의 증감
현황을 살펴보고 일자리 특성을 비교 분석한다. 제4절에서는「고용보험
DB」를 이용하여 문화산업 근로자의 일자리 유지율, 근속기간, 입직률과
이직률 등과 같은 문화산업 고용의 동태적 특성을 살펴본다. 이어서 제5
절에서는 2018년까지 주요 문화직업의 인력수요 전망을 실시한 후 그 결
과를 제시한다. 마지막 제6절은 본 장의 요약과 정책 제안이다.

제2절 문화산업 노동시장의 특성

문화산업은 일자리창출이라는 정책적 관심 외에도 노동시장 구조의 변
화라는 측면에서도 좋은 연구 대상이다. 그것은 문화산업 노동시장이 전
통적인 내부노동시장과는 상이한 프로젝트형 노동시장의 형태를 띠고 있
기 때문이다(정이환, 2005: 90～93). 문화산업 중 영화, 연극, 음악, 애니메
이션 등 고도의 창의적 능력이 필요한 업종의 종사자들은 고용주와 장기
간 고용계약을 맺는 경우가 드물며 대부분 한 작품이 제작될 때까지 프로
젝트 단위로 계약을 한다. 프로젝트형 노동시장은 근속기간이 짧고 노동
력의 유동성이 매우 높으며 기능인력이 기업 내 교육훈련을 통해서가 아
니라 기업 외부에서 조달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에서 시장원리가 강하
게 관철되는 외부노동시장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문화산업에서
는 고도의 숙련이 요구되는 전문직 인력도 프로젝트형으로 고용된다는
점에서 건설업의 일용직 노동시장과 같은 전통적인 저숙련 외부노동시장
과도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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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산업은 매우 이질적인 하위 산업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문화산업 혹은 문화인력의 고용 특성을 단일하게 정
의하는 것은 과도한 일반화의 우려가 있다.31)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이 다른 산업과 구분되는 문화산업인력의 고유
한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므로, 문화산업의 고용 특성을 어느 정도 일반화
하여 도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기존 연구에 근거해서 문화산업을 구성
하는 하위 산업 노동시장의 공통적인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황준
욱 외, 2004: 112～124; 최영섭 외, 2008: 33～41; 황준욱 외, 2006: 8～45).
가. 외부노동시장에 대한 높은 의존성
생산물 시장의 특성을 보면, 문화상품은 속성상 사전에 시장 성공을 예
측하기 어려운 경험재(experience good)적 성격이 강하며, 상품의 시장
성공이 생산 요소의 투입량이나 기계․설비와 같은 객관적 요소보다 창
작자의 창의력과 실기 능력과 같이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문예적
재능’32)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 특히 영화, 음악 등과 같이 고위험/고수익
문화상품 생산 기업에서 이러한 경향이 강하다. 문화상품의 시장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은 제작자로 하여금 고정비용을 최소화하게 하는 유인을
낳으며, 절대 필요인력을 제외하고는 외부노동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
고자 하는 유인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문화산업 고용의 특징으로 계절적
변동성이 높고 경력개발이 불연속적이며, 단기 고용계약 및 다중 취업이
많다는 점이 지적된다(EU, 2001).

31) 문화산업인력은 문화인력, 문화서비스인력, 문화지원인력 및 비문화인력으로 구
성되며(황준욱 외, 2004: 37∼38), 각 인력 유형은 인적자본의 성격, 채용 관행 및
보수 결정 등에서 상이한 특성을 보이므로 문화인력의 특성을 단일하게 정의하
기도 쉽지 않다.
32) 문예적 재능은 특수적 숙련(specific skill)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으나 훈련을 통
해서 양성되기 어려운 천부적 재능이라는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특수적 숙련과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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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높은 노동시장 유연성과 제한적인 이동성
고용 형태를 보면 문화산업에서는 상시적으로 제품 개발이나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고용과 경력이 불연속적인 프리랜서나 계약직
위주의 고용 관계가 일반화되어 있다. 핵심 공정이 아닌 업무 수행에 하
청이나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것은 문화산업 이외의 산업에서도 점차 확
산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문화산업은 핵심 공정까지 외부 하청이나 프리
랜스가 담당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산업과 차이가 있
다(황준욱 외, 2004: 113).
문화 분야는 자영업자와 일시․한시적 근로자의 비율이 높고 부업을
가지고 있는 인력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은 분야이
다. 그러나 한편으로 문화 분야 직업은 매우 전문화되어 동종 직업으로의
이동성은 높으나 다른 직업으로의 이동은 매우 제한적이다.
다. 네트워크 중심의 채용
인력 채용에 있어서 문화산업에서는 학력보다 해당 분야의 경력이 더
중요하며 대규모 공개채용보다는 내부 종사자의 개인적 네트워크를 이용
한 소규모 수시채용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는 문화산업에서는 경력과 개
인 네트워크에서 파악된 개인의 특성이 근로자의 직무 능력을 나타내는
주요한 신호기제로 활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현장 인력에 대한
재교육 필요성은 강하게 인식되고 있지만 기업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사내 교육훈련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다.
라. 높은 소득불평등도
문화 분야 종사자는 일시직․한시직 비중이 높고 실업 기간이 긴 특
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장르에서 몇몇의 스타와 소수의 전문가를 제외하
고는 전 산업 평균 이하의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화 분
야의 임금은 상품의 시장성과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특성 등으로
인해 성과급과 직무급이 혼합된 임금 형태가 일반적이다. 임금 책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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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기준으로 제조업에서는 학력과 근속을 중시하는 반면, 문화산업
에서는 해당 직업에서의 경력이 중요시된다. 일시적 고용, 한시적 고용
등 임시직이 많고 임금이 개인의 성과 및 능력에 기초해서 정해진다는 점
에서 문화산업은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산업으로 알려져 있다(CHRC,
2004).
마. 업무 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시스템의 미발달
문화인력의 양성은 비공식적인 현장훈련(OJT)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공식적인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덜 발달되어 있다. 문화산
업은 도제 제도라는 독특한 소규모 인력양성 체계를 통해서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다는 것(황준욱 외, 2004: 118)과, 문화 상
품의 성공을 좌우하는 ‘문예적 재능’은 개인의 타고난 자질에 가까운 것
으로 공식적인 교육훈련 시스템을 통해서 양성되기 어렵다는 것 등에 기
인하는 것으로 보인다(최영섭 외, 2008; 36∼37).
문화산업에서 개인의 직무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직업에서의
‘경력’이 중시되는 반면에 객관적 평가 기준이라 할 수 있는 자격 제도는
덜 발달되어 있다. 이는 문화산업의 경우 작업 공정을 기술적으로 표준화
하기 어렵고 직무의 보편성이 낮으며, 문화상품의 시장 성공을 좌우하는
창의력과 실무 능력은 객관적으로 증명되기 어렵다는 것 등의 요인이 영
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문화 분야의 민간 자격 제도를 운영
할 만한 공신력 있는 민간 교육훈련 기관이 부족한 것과 기업의 규모가
영세하여 기업 내부 자격이 발달하기 어렵다는 것도 자격 제도 미발달의
한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바. 낮은 노조조직률
문화산업은 장르별로 노조가 소규모로 존재하지만 노조조직률이 다른
산업에 비해 낮고 규모도 작다. 따라서 집단적 노사관계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대부분 개별 계약관계에서만 노사관계가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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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지리적 집중
문화상품에 대한 수요가 주로 도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산업
종사자나 사업체 역시 도시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제3절 문화산업의 고용 현황 및 전망

1.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현황
본 절에서는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를 이용하여 2002∼08년 기간
중의 문화산업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추이를 살펴본다. 전국사업체조사
는 전국의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는 전수조사이며, 특히 한
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5-digit) 수준에서 업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문화산업 내부의 이질적인 하위 산업 간 비교에 적합한 자료이다.
반면, 전국사업체조사에는 개인이 경영하는 농림어업이나 가사서비스
사업체가 제외되며 상당수의 자영업자가 조사에서 누락되어 있는 등 취
업자 전체를 대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2008년 현재 전
국사업체조사의 종사자수는 16,288천 명으로 같은 해의 통계청「경제활
동인구조사」의 취업자수 23,577천 명에 비해 약 31% 가량 적다. 특히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가족종사자+무급종사자)의 수는 2008년 현재
전국사업체조사가 4,308천 명으로 같은 해의 경제활동인구조사(7,371천
명)에 비해 약 42%가 적다.
또한 전국사업체조사는 여러 번에 걸친 산업분류체계의 개정으로 불가
피하게 완전한 시계열의 확보할 수 없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본 절에서의
분석 기간인 2002∼08년 기간 중에도 2007년부터 전국사업체조사의 산업
분류체계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로 변경되어 2006년 이전 자료와
2007년 이후 자료 간에 부분적인 시계열의 단절이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전국사업체조사는 본 연구에서 정의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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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분류체계에 근거해서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고용변동 추이를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전국사업체조사를 중
심으로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의 변동을 살펴보고
자 한다.
<표 4-1>은 문화산업을 핵심문화산업, 생활문화산업, 그리고 연관산업
으로 구분하여 2002∼08년 기간 중의 문화산업의 사업체수 추이를 보여
주고 있다. 생활문화산업의 고용 특성은 본 보고서의 별도의 장에서 다루
고 있으며, 연관산업은 문화부문으로서의 특정성이 약하다. 따라서 본 장
에서는 문화산업 중에서 핵심문화산업을 중심으로 문화산업의 고용 추이
를 살펴볼 것이다.
<표 4-1>에서 볼 수 있듯이 2002∼08년 기간 중에 핵심문화산업의 사
업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핵심문화산업에 속하는 사업체수는
2002년 약 8만 개소에서 2008년에는 약 6.4만 개소로 감소하였다. 2002∼
08년 기간에 핵심문화산업의 사업체는 연평균 3.6% 감소하였으며, 사업
체수로는 연평균 약 2.3천 개소가 감소하였다.
세부 분야별로 연평균 사업체수의 변화율을 보면 2002∼08년 중에 도
서․출판(연평균 -5.4%) 분야에서 사업체수의 감소가 현저하였으며, 영
화․방송․게임(연평균 -3.3%)과 미술․사진․공예(연평균 -2.8%)에서
도 사업체수가 감소하였다.
반면에 같은 기간 중에 문화재․자연유산 사업체는 연평균 11.4% 증가
하였으며, 그 밖에 공연․음악(연평균 5.0%)과 디자인․건축․광고(연평
균 3.1%)에서도 사업체수가 증가하였다.
2008년 현재 핵심문화산업의 사업체수는 전체 사업체수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하위 산업별로는 디자인․건축․광고(약 1.9만 개소)의
사업체수가 가장 많고, 도서․출판(약 1.7만 개소), 미술․사진․공예(약
1.5만 개소)가 그 뒤를 잇고 있다.
<표 4-2>는 우리나라 문화산업 종사자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2002
∼08년 기간 중에 전 산업의 종사자수가 꾸준히 증가한 것과는 달리 같은
기간 중에 핵심문화산업의 종사자수는 증감을 반복하면서 뚜렷한 변동
추세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핵심문화산업 내부의 세부 분야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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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사업체수 추이
(단위 : 천 개소, %)
2002

80.3
(2.6)
0.6
A. 문화재․자연유산
(0.0)
3.1
B.공연․음악
(0.1)
18.0
C.미술․사진․공예
(0.6)
22.9
D.도서․출판
(0.7)
19.7
E.영화․방송․게임
(0.6)
15.9
F.디자인․건축․광고
(0.5)
199.2
<생활문화산업>
(6.4)
45.1
G.관광
(1.4)
154.1
H.스포츠․오락
(4.9)
279.5
문화산업 계
(8.9)
181.0
<연관산업>
(5.8)
77.4
J.공통영역
(2.5)
103.7
K.장치․지원
(3.3)
460.5
문화관련산업 계
(14.7)
2671.4
비문화산업
(85.3)
3132.0
전 체
(100.0)
<핵심문화산업>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77.9
(2.4)
0.7
(0.0)
3.1
(0.1)
17.9
(0.6)
21.3
(0.7)
17.5
(0.5)
17.4
(0.5)
207.7
(6.5)
47.1
(1.5)
160.6
(5.0)
285.6
(9.0)
181.6
(5.7)
79.0
(2.5)
102.6
(3.2)
467.2
(14.7)
2720.8
(85.3)
3187.9
(100.0)

73.7
(2.3)
0.8
(0.0)
3.1
(0.1)
17.7
(0.6)
19.6
(0.6)
15.0
(0.5)
17.5
(0.5)
213.0
(6.7)
48.3
(1.5)
164.7
(5.2)
286.7
(9.0)
181.4
(5.7)
79.7
(2.5)
101.8
(3.2)
468.1
(14.7)
2721.8
(85.3)
3189.9
(100.0)

69.9
(2.2)
0.9
(0.0)
3.5
(0.1)
17.3
(0.5)
18.5
(0.6)
12.4
(0.4)
17.2
(0.5)
216.0
(6.7)
49.3
(1.5)
166.7
(5.2)
285.8
(8.9)
184.6
(5.8)
83.1
(2.6)
101.5
(3.2)
470.4
(14.7)
2734.4
(85.3)
3204.8
(100.0)

68.6
(2.1)
1.0
(0.0)
3.7
(0.1)
17.2
(0.5)
17.9
(0.6)
11.1
(0.3)
17.7
(0.6)
211.5
(6.6)
49.9
(1.5)
161.6
(5.0)
280.1
(8.7)
185.5
(5.7)
84.9
(2.6)
100.6
(3.1)
465.6
(14.4)
2761.0
(85.6)
3226.6
(100.0)

64.7
(2.0)
1.2
(0.0)
4.1
(0.1)
15.4
(0.5)
16.9
(0.5)
9.5
(0.3)
17.7
(0.6)
203.0
(6.4)
49.9
(1.6)
153.0
(4.8)
267.7
(8.4)
184.5
(5.8)
85.7
(2.7)
98.7
(3.1)
452.2
(14.2)
2737.0
(85.8)
3189.2
(100.0)

64.4
(2.0)
1.2
(0.0)
4.1
(0.1)
15.2
(0.5)
16.5
(0.5)
8.3
(0.3)
19.1
(0.6)
209.4
(6.4)
51.0
(1.6)
158.4
(4.9)
273.8
(8.4)
184.0
(5.6)
87.7
(2.7)
96.3
(2.9)
457.8
(14.0)
2807.0
(86.0)
3264.8
(100.0)

주 : ( )는 전 산업 대비 구성비, [ ]는 연평균 증감 사업체수.
자료 : 통계청,「전국사업체조사」, 각 연도 원자료.

연평균 증감률
[연평균 증감]
-3.6
[-2.9]
11.4
[0.1]
5.0
[0.2]
-2.8
[-0.5]
-5.4
[-1.2]
-13.5
[-2.7]
3.1
[0.5]
0.8
[1.7]
2.1
[0.9]
0.5
[0.7]
-0.3
[-1.0]
0.3
[0.5]
2.1
[1.6]
-1.2
[-1.3]
-0.1
[-0.5]
0.8
[22.1]
0.7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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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종사자수 추이
(단위 : 천 명, %)
2002
<핵심문화산업>
A. 문화재․자연유산
B.공연․음악
C.미술․사진․공예
D.도서․출판
E.영화․방송․게임
F.디자인․건축․광고
<생활문화산업>
G.관광
H.스포츠․오락
문화산업 계
<연관산업>
J.공통영역
K.장치․지원
문화관련산업 계
비문화 산업
전 체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연평균 증감률
[연평균 증감]

428

415

400

404

413

400

420

-0.3

(2.9)

(2.8)

(2.7)

(2.7)

(2.7)

(2.5)

(2.6)

[-1.4]

10

9

11

12

13

14

16

(0.1)

(0.1)

(0.1)

(0.1)

(0.1)

(0.1)

(0.1)

27

26

26

28

29

34

34

(0.2)

(0.2)

(0.2)

(0.2)

(0.2)

(0.2)

(0.2)

63

62

59

57

55

42

40

(0.4)

(0.4)

(0.4)

(0.4)

(0.4)

(0.3)

(0.2)

9.4
[0.9]
3.5
[1.0]
-7.2
[-4.5]

127

120

109

105

106

103

101

-3.8

(0.9)

(0.8)

(0.7)

(0.7)

(0.7)

(0.7)

(0.6)

[-4.7]

97

93

89

90

92

88

91

(0.7)

(0.6)

(0.6)

(0.6)

(0.6)

(0.6)

(0.6)

104

104

106

112

118

118

137

4.8

(0.7)

(0.7)

(0.7)

(0.7)

(0.8)

(0.8)

(0.8)

[5.0]

-1.1
[-1.1]

582

594

611

638

603

604

621

1.1

(4.0)

(4.0)

(4.1)

(4.2)

(3.9)

(3.8)

(3.8)

[6.3]

236

229

233

240

231

241

244

0.5

(1.6)

(1.6)

(1.6)

(1.6)

(1.5)

(1.5)

(1.5)

[1.2]

346

365

378

398

372

363

377

1.4

(2.4)

(2.5)

(2.6)

(2.6)

(2.4)

(2.3)

(2.3)

[5.0]

1010

1009

1011

1041

1016

1004

1041

0.5

(6.9)

(6.8)

(6.8)

(6.9)

(6.6)

(6.4)

(6.4)

[5.0]

884

888

903

955

970

975

941

1.1

(6.0)

(6.0)

(6.1)

(6.3)

(6.3)

(6.2)

(5.8)

[9.3]

312

316

333

353

373

389

366

2.7

(2.1)

(2.1)

(2.2)

(2.3)

(2.4)

(2.5)

(2.2)

[8.4]

571

572

571

601

597

587

575

0.1

(3.9)

(3.9)

(3.9)

(4.0)

(3.9)

(3.7)

(3.5)

[0.6]

1894

1897

1915

1996

1986

1980

1982

(13.0) (12.9) (12.9) (13.2) (12.9) (12.6) (12.2)
12715 12832 12904 13152 13450 13748 14307
(87.0) (87.1) (87.1) (86.8) (87.1) (87.4) (87.8)
14608 14729 14819 15147 15436 15728 1628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 )는 전 산업 대비 구성비, [ ]는 연평균 증감 인원.
자료 : 통계청,「전국사업체조사」, 각 연도 원자료.

0.8
[14.4]
2.0
[252.4]
1.8
[2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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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종사자수의 증감 추세가 뚜렷하다. 2002∼08년 기간 중에 문화
재․자연유산의 종사자수는 연평균 9.5% 증가하였으며, 디자인․건축․
광고(4.8%)와 공연․음악(3.5%)에서도 종사자수가 늘어났다. 반면에 같
은 기간 중에 영세 사업체의 비중이 높은 미술․사진․공예(-7.2%)와 도
서․출판(-3.8%) 분야에서는 자영업 침체 등의 영향으로 종사자수가 크
게 감소하였다.
2008년 현재 핵심문화산업의 종사자수는 약 42만 명으로 전체 종사자
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다. 세부 분야별로 보면 디자인․건축․광고가
137천 명으로 가장 많고, 도서․출판(101천 명)과 영화․방송․게임(91천
명)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핵심문화산업을 보다 세부 분야별로 구분하여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표 4-3), 2008년 현재 건축(약 88천 명) 분야의 종사자수가 월등히 많고,
그밖에는 서적 판매․대여(약 33천 명), 광고(약 32천 명), 공연(약 29천
명), 출판(약 26천 명) 등의 순으로 종사자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분야별로는 매우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의 연평균 증가율
을 보면 게임(16.1%), 박물관․사적지(11.0%), 영화상영(10.4%), 디자인
(10.1%) 등의 분야에서 종사자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그 밖에 공연
(9.0%), 도서관(8.1%), 영상물 제작 관련(8.0%) 등의 분야에서도 비교적
종사자수의 증가율이 높다.
한편, 박물관․사적지와 도서관 분야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박물관
과 미술관 건립33) 및 공공도서관 건립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고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2002∼08년 기간 중에 영상물 소매와 비디오 대여 분야의 종사
자수는 연평균 각각 20.5%와 18.2% 감소하였다. 그 밖에 종사자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분야로는 악기 제조(-16.0%), 음반 판매(-12.2%), 공예
(-10.1%) 등이 있다. 이는 오디오 및 비디오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소비행
태 변화와 자영업 부문의 침체 등이 겹치면서 전통적인 영세 소매․
33) 문화체육관광부의『2008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에 따르면, 박물관은 2003년 289
개에서 2007년 511개로 약 77% 가량 증가하였으며, 미술관은 같은 기간 동안 66
개에서 115개로 약 77% 증가하였다.

제4장 문화산업의 고용변동과 일자리 특성

117

<표 4-3> 핵심문화산업의 세부 분야별 고용변동 현황 : 2002/2008
(단위 : 명, 개소, %)
2002
A. 문화재 박물관, 사적지
․자연
유산 자연공원
공연
B. 공연․ 악기 제조
음반 제작
음악
음반 판매
C. 미술․ 비공연예술
사진․ 사진
공예
공예
도서관
출판
D. 도서․
신문
출판
기타 출판
서적 판매․대여
게임
영상물 제작
영상물 제작관련
영상물 배급
E. 영화․
영화상영
방송․
라디오
게임
방송
뉴스․정보제공
비디오 대여
영상물 소매
F. 디자인 디자인
․건축․ 건축
광고
광고

17,166
6,670
1,893
1,757
575
17,754
44,791
6,498
31,000
28,324
12,288
48,483
8,236
12,045
1,396
2,987
5,075
1,964
21,566
18,430
21,762
3,931
9,750
68,809
25,303

철도운송
육상운송
수상운송
G. 관광
항공운송
숙박
여행사
기타 여행지원
스포츠용품 대여
경기장 운영
스포츠클럽활동
H. 스포츠 기타 스포츠활동
․오락 도박․게임장
놀이공원
여가활동
스포츠․여가 교육

11,559
31,368
2,287
15,797
137,264
32,537
5,366
1,842
100,045
1,818
2,760
71,172
6,842
66,587
94,834

4,657
4,852

종사자수
2008 증감률 증감수
<핵심문화산업>
8,729

11.0

7,529

7.6

28,769
9.0
2,345 -16.0
1,930
0.3
807 -12.2
748
4.5
16,046
-1.7
23,634 -10.1
10,351
8.1
25,913
-2.9
24,152
-2.6
7,125
-8.7
33,108
-6.2
20,167
16.1
12,612
0.8
2,216
8.0
3,673
3.5
9,172
10.4
1,774
-1.7
23,537
1.5
10,494
-9.0
6,503 -18.2
995 -20.5
17,348
10.1
88,302
4.2
31,830
3.9
<생활문화산업>
7,889
-6.2
39,663
4.0
2,590
2.1
16,428
0.7
138,710
0.2
32,574
0.0
5,917
1.6
2,519
5.4
111,594
1.8
3,740
12.8
3,486
4.0
66,457
-1.1
9,038
4.7
67,494
0.2
112,750
2.9

2002

514

400

369

사업체수
2008 증감률 증감수
852

13.4

225

345

7.4

17

1543 2,191
-1067
282
6.1
344
-214
277
26
379
-297 9,385
-4527 8,224
524
519
-912 2,603
-742 1,382
-1067
744
-2986 17,691
1326
533
93
939
112
223
105
161
526
469
-33
53
317
921
-1651 1,308
-3968 13,040
-805 2,102
983 2,212
2921 8,902
987 4,802

3,357
226
413
148
483
8,057
6,633
816
2,596
1,462
545
11,032
663
1,282
250
150
349
57
616
612
3,690
630
2,977
10,143
,6011

7.4
-3.6
3.1
-9.9
4.1
-2.5
-3.5
7.8
0.0
0.9
-5.1
-7.6
3.7
5.3
1.9
-1.2
-4.8
1.2
-6.5
-11.9
-19.0
-18.2
5.1
2.2
3.8

162
-10
11
-28
16
-236
-290
41
-1
13
-38
-1339
20
50
4
-2
-23
1
-60
-156
-2474
-382
112
196
183

321
1,415
211
80
41,264
6,222
1,446
875
27,830
386
1,254
23,103
239
39,359
65,392

-4.2
2.9
1.8
-9.5
2.0
3.7
-0.6
3.9
-4.3
4.1
2.2
-3.9
-4.1
0.5
5.4

-17
35
3
-14
735
187
-10
27
-1580
13
24
-1144
-13
188
2560

-716
1251
48
104
240
6
88
99
1838
232
110
-808
325
150
2775

주 : 증감률과 증감수는 각각 2002∼08년 기간 중의 연 평균치임.
자료 : 통계청,「전국사업체조사」, 2002년과 2008년 원자료.

415
1,192
190
146
36,626
4,990
1,502
697
36,335
303
1,101
29,331
307
38,216
47,825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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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업이 급속하게 해체되고 있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악
기 제조와 공예 분야에서는 수입 중저가 악기 및 공예품의 영향으로 고용
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2. 문화산업의 일자리 특성
본 절에서는 통계청의「전국사업체조사」와 한국고용정보원의「산업․
직업별 고용구조조사(OES)」의 2008년 조사를 이용하여 문화산업 및 문
화직업 인력의 일자리 특성에 대해 살펴본다. 본 절에서 중점적으로 살
펴볼 내용은 문화산업(직업)인력의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근로일, 고
용형태 등)과 인적․사업체 특성(교육수준, 연령, 기업규모, 노조가입 여
부 등)이다.
먼저 전국사업체조사를 이용하여 핵심문화산업 인력의 주요한 몇 가
지 고용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자. 아래의 <표 4-4>는 문화산업 사업체
및 종사자의 주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핵심문화산업의 사업체당 종사자수는 6.5명으로 전체 사업체
평균인 5.0명에 비해 약 1.5명 많다. 세부 분야별로 보면 평균 종사자수
는 문화재․자연유산이 13.6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영화․방송․게
임(11.0명)과 공연․음악 등의 순으로 많다. 반면에 미술․사진․공예
분야의 평균 종사자수는 2.7명에 불과하다. 문화재․자연유산 분야에서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수가 현저하게 많은 것은 동 분야 사업체 중에서
비교적 사업체 규모가 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체의 비율이 월등
하게 높기 때문이다. 한편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수는 대체로 자영업주
비율(자영업주수/종사자수)과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임시․일일근로자 비율(임시․일일근로자/임금근로자)을 보면
핵심문화산업은 14.6%로 전 산업 평균(16.8%)에 비해 약 2.2%p 낮다. 세
부 분야별로는 문화재․자연유산(25.7%), 미술․사진․공예(25.1%), 공
연․음악(20.6%)에서 임시․일일근로자 비율이 전 산업 평균보다 높다.
반면에 도서․출판 분야의 임시․일일근로자 비율은 11.6%로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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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문화산업 사업체 및 종사자의 특성
(단위 : %)
사업체 당 임시 및 자영업주 가족 및
평균
일일근로자
무급종사자
비율
종사자수
비율
비율
<핵심문화산업>
6.5
14.6
11.6
2.6
A. 문화재․자연유산
13.6
25.7
1.6
1.9
B. 공연․음악
8.2
20.6
7.2
9.3
C. 미술․사진․공예
2.7
25.1
36.3
12.2
D. 도서․출판
6.1
11.6
13.1
7.0
E. 영화․방송․게임
11.0
12.9
6.2
3.3
F. 디자인․건축․광고
7.2
14.3
9.0
1.7
<생활문화산업>
3.0
28.3
32.0
8.7
G. 관광
4.8
13.3
17.6
10.9
H. 스포츠․오락
2.4
48.1
41.4
13.9
문화산업 계
3.8
21.5
23.8
6.2
<연관산업>
5.1
11.7
9.8
2.1
J. 공통영역
4.2
19.1
4.0
4.0
K. 장치․지원
6.0
6.8
13.5
4.0
문화관련산업 계
4.3
16.9
17.1
7.0
비문화 산업
5.1
16.8
17.0
9.7
전체
5.0
16.8
17.1
9.4

여성
종사자
비율
36.2
35.5
44.3
42.1
47.4
31.2
27.7
47.6
42.9
50.6
43.0
32.4
35.7
30.3
38.0
41.2
40.8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 비율
2.0
44.3
2.9
0.0
3.2
0.1
0.0
0.3
0.3
0.4
0.7
0.3
0.9
0.0
0.6
1.3
1.2

주 : ( )는 임금근로자 중에서 차지하는 임시․일일 종사자의 비중임.
자료 : 통계청,「전국사업체조사」, 2008년 조사 원자료.

자연유산 분야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셋째, 여성 종사자의 비율을 보면 핵심문화산업은 36.2%로 전 산업
평균인 40.8%에 비해 약 4.6%p 낮다. 그러나 도서․출판(47.4%), 공
연․음악(44.3%), 미술․사진․공예(42.1%) 등의 분야에서는 여성 종사
자의 비중이 전 산업 평균을 초과하고 있다.
넷째, 본 장의 제2절에서 소개한 기존 연구의 주장과는 달리 핵심문화
산업은 자영업주와 가족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이 전 산업 종사자 평
균에 비해 낮다. 자영업주의 비율을 보면 핵심문화산업은 11.6%로 전 산
업 종사자 평균인 17.1%에 비해 약 5.5%p 낮다. 가족 및 무급종사자의 비
율 역시 핵심문화산업은 2.6%로 전 산업 종사자 평균(9.4%)의 약 30% 수
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자영업주와 가족 및 무급종사자의 비율은 핵심문
화산업의 세부 부분 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문화
재․자연유산 분야의 자영업주 비율은 1.6%에 불과한 반면에 미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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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예 분야의 자영업주 비율은 36.3%로 전 산업 종사자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많다.
다섯째, 사업체 조직 형태별로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체의 비
율은 핵심문화산업이 2.0%로 전 산업 평균(1.2%)에 비해 상당히 높다. 세
부 부분별로 보면 문화재․자연유산 분야에서는 절반 가까운 사업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반면에 미술․사진․공예 분야와 디자인․건
축․광고 부분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전국사업체조사를 이용하여 문화산업 고용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
보았다. 지금부터는「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OES)」의 2008년 조사
를 이용하여 문화산업의 일자리 특징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표 4-5>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의 소분류 수준(3-digit)
에서 정의된 문화산업34) 고용의 주요 특징이 나타나 있다. 문화산업 고용
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알려진 바와 같이 문화산업 인력은 평균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
다. 핵심문화산업 인력의 평균 연령은 36.1세로 전 산업 취업자 평균인
43.4세에 비해 약 7.3세가 낮다. 세부 분야별로 보면 평균 연령은 영화․
방송․게임 분야가 34.4세로 가장 낮고, 이어서 공연․음악(35.5세), 디자
인․건축․광고(35.7세) 등의 순으로 낮다.
둘째, 핵심문화산업 종사자의 평균 연령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에 학
력수준은 매우 높다. 핵심문화산업 인력 중에서 4년제 대졸 이상 학력계
층의 비율은 65.4%로 전 산업 종사자 중에서 4년제 대졸 이상 학력계층
의 비율인 30.0%에 비해 두 배 이상 높다.
셋째,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 종사자 비중을 보면 핵심문화산업 인력
은 11.2%로 전 산업 취업자(13.5%)에 비해 약 2.3%p 낮다. 그러나 대규모
사업체 비중은 핵심문화산업의 세부 분야별로 큰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미술․사진․공예 분야의 대규모 사업체 비중은 3.5%에 불과한 반면에 영
화․방송․게임 분야의 대규모 사업체 비중은 17.6%에 이르고 있다.
34) 산업 소분류 수준에서 문화산업을 정의하는 기준은 본 보고서 <부표 4>를 참고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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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문화산업인력의 고용 특성
핵심문 문화재
스포츠 장치․ 비문화 취업자
미술․
영화․ 디자인
화산업 ․자연 공연․ 사진․ 출판․ 방송․ ․건축 관광 ․오락 소재 산업 전체
유산 음악 공예 인쇄 게임 ․광고
취업자수(천명)
[비중]
평균 나이(세)
4년제 대졸 이상
(비중)
사업체규모(%)*
30인 미만
300인 이상
수도권비중(%)

808
[3.4]
36.1

44
[0.2]
40.5

86
[0.4]
35.5

47
[0.2]
39.7

96
[0.4]
38.6

234
[1.0)
34.4

302
[1.3]
35.7

219
[0.9]
43.6

330
[1.4]
38.1

386 21,991 23,734
[1.6] [92.7] [100.0]
36.6 43.8
43.4

65.4

53.4

65.0

26.7

64.1

74.5

66.6

30.7

27.9

47.2

28.4

30.0

49.6
11.2
51.4
10.6

52.3
4.4
25.0
20.4

44.6
5.4
52.8
22.4

83.7
3.5
45.4
10.7

36.9
15.7
56.9
8.0

35.9
17.6
56.8
11.7

63.4
7.1
49.9
6.6

42.0
19.7
38.5
12.6

49.3
10.6
36.2
25.1

34.8
27.1
50.9
5.5

54.0
13.2
33.5
16.2

53.2
13.5
34.5
15.8

계약직비중(%)*
임금근로자비중
80.5 91.9 58.3 46.2 60.7 89.4 80.4 64.4 56.6 86.3 67.8
(%)
임시일용직
비중 13.0 29.8 38.3 15.9 11.5 11.4
6.6 26.7 40.8
6.0 30.8
*
(%)
평균 근속연수
5.7
6.1
7.5
7.4
7.1
5.0
5.0
6.3
3.9
5.6
8.8
(년)
평균 경력연수
10.3 13.2 10.0 12.5 12.1
9.0 10.1 13.2 10.3 10.5 14.9
(년)
주당 근로시간
60.1 57.1 90.0 60.5 52.4 57.2 56.6 72.4 61.8 56.6 58.9
(시간)
주당 근무일(일)
5.3
5.4
5.2
5.7
5.3
5.2
5.3
5.9
6.0
5.3
5.5
월평균소득(만원) 255.6 170.9 207.5 204.4 254.9 288.1 263.5 192.2 185.7 258.8 201.4
시간당소득(만원) 1.1468 0.7651 1.3867 0.7626 1.1751 1.2710 1.0895 0.7320 0.6380 1.0586 0.8532
노조가입률(%)
8.0
6.9
5.0
3.1 14.0
9.7
5.6 14.3
7.1
9.9 12.3

68.3
29.6
8.5
14.6
59.0
5.5
204.0
0.8629
12.1

주 : *는 임금근로자 중의 비중임.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2008),「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OES)」.

넷째, 예상하였던 바와 같이 핵심문화산업 인력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
에 집중되어 있다. 수도권 집중도는 특히 출판․인쇄(56.9%)와 영화․방
송․게임 분야(56.8%)에서 현저하다.
다섯째, 문화산업 노동시장의 특징으로 비정규 고용 및 비임금근로자
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지적한 기존 연구와는 달리, 핵심문화산업의 계약
직 및 임시․일용직의 비중은 전 산업 평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공연․음악과 문화재․자연유산 부분에서는 임시․일용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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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비중이 전 산업 평균에 비해 높은 반면, 디자인․건축․광고와 출
판․인쇄 분야에서는 임시․일용직 및 계약직의 비중이 매우 낮은 등 세
부 분야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여섯째, 주당 근로시간을 보면 핵심문화인력은 평균 60.1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 산업 평균(59시간)에 비해 약 1시간 가량 더 일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공연․음악 분야의 경우는 주당 근무일은 5.2일로 전 산
업 평균(5.5일)에 비해 짧은 반면에 주당 근로시간은 약 90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공연․음악 분야에서 근로시간이 예외적으
로 긴 것은 보통 공연을 앞두고 밤 늦은 시간대까지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공연의 준비와 연습 등이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 조사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소득수준을 보면, 핵심문화산업인력의 월평균 소득은 약
256만 원으로 전 산업 평균(204만 원)에 비해 약 26% 정도 높다. 이는 문
화산업 인력은 임금수준이 낮고 소득불평등도가 크다는 기존 연구의 주
장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이처럼 핵심문화산업 인력의 소득수준이 높은
것은 비교적 근로조건이 양호한 영화․방송․게임(월평균 소득 약 288만
원), 디자인․건축․광고(월평균 소득 약 264만 원)의 취업자 비중이 핵
심문화산업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4-6>에는 직업을 기준으로 정의된 문화인력의 일자리 특성을 살
펴본 결과가 나타나 있다. 대체적인 결과는 앞서 본 <표 4-5>와 동일하
다. 즉 문화직업인력은 전 산업 취업자 평균과 비교하여 연령은 낮은 반
면 학력수준은 높다. 또한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대신에
임시․일용직 및 계약직의 비중은 낮다. 반면 문화산업인력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차이도 존재한다.
첫째,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 종사자 비율은 핵심문화직업인력은
13.8%로 앞의 <표 4-5>에서 본 핵심문화산업 인력의 대규모 사업체 비
중(11.2%)에 비해 약 2.6%p 높다.
둘째, 임시․일용직 및 계약직 비중 역시 문화직업인력은 문화산업인력
에 비해 낮다. 이는 문화산업인력 중에서 문화직업인력이 비문화직업인력
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임시․일용직 및 계약직 비중이 낮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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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문화직업의 고용특성
핵심 문화
교육 장치
스포
취업자
미술
영화
문화 재․ 공연 ․사 출판 ․방 디자인 ․훈 ․소 관광 츠․ 비문화
직업
전체
직업 자연 ․음 진․ ․인 송․ ․건축 련 재
오락
유산 악 공예 쇄 게임 ․광고
취업자수(천명)
[비중]
평균 나이(세)
4년제 대졸 이상
(비중)

788 18 40 82 64 68
[3.3] [0.1] [0.2] [0.3] [0.3] [0.3]
35.8 37.5 37.4 39.8 36.6 34.5

516 724 467 96 277 21,382 23,734
[2.2] [3.1] [2.0] [0.4] [1.2] [90.1] [100.0]
35.0 38.2 35.9 45.3 36.1 44.1
43.4

65.9 86.1 71.2 28.8 87.6 64.7

68.1 88.3 62.8 26.5 33.7

25.9

30.0

*

사업체 규모(%)
30인 미만
300인 이상
수도권 비중(%)

53.0
13.8
`71.9
9.5
계약직 비중(%)*
임금근로자 비중(%) 80.1
임시일용직 비중(%)* 10.1
평균 근속연수(년)
5.9
평균 경력연수(년)
10.2
주당 근로시간(시간) 59.0
주당 근무일(일)
5.5
월평균소득(만원)
253.0
시간당 소득(만원) 1.1271
노조가입률(%)
10.5

39.1
13.9
56.1
15.3
96.5
18.3
6.0
10.8
42.5
5.2
182.7
0.8497
12.1

31.2
18.8
81.2
23.5
73.8
33.5
9.2
12.7
65.9
4.9
242.3
1.6420
12.1

80.5
4.1
67.9
14.1
46.3
22.2
8.4
13.6
56.4
5.6
189.1
1.0636
4.3

32.2
27.8
81.6
10.7
69.3
11.9
6.8
10.0
52.0
5.1
269.3
1.4745
22.1

42.6 56.1 64.8 34.4
20.7 12.0 12.9 22.0
86.8 69.1 55.3 75.3
22.3
6.1 15.6 7.8
83.2 86.3 64.5 89.4
29.5
4.5 22.8 6.2
6.8
5.0 6.0 6.0
9.7
9.6 10.8 10.3
97.2 58.5 51.5 56.5
5.3
5.4 5.1 5.3
253.6 263.8 212.5 278.1
1.2160 1.0575 1.5326 1.1570
12.2
9.5 3.0 14.5

65.7
5.6
58.2
14.6
42.8
23.0
6.0
12.9
74.6
6.1
184.1
0.6457
6.6

62.5 53.3
53.2
8.2 13.3
13.5
50.9 48.0
49.6
22.6 16.3
15.9
50.9 67.9
68.3
40.1 31.3
29.7
3.9
8.9
8.5
9.1 15.1
14.6
61.1 59.2
59.0
5.9
5.5
5.5
194.5 200.3 204.0
0.7386 0.8249 0.8629
5.8 12.4
12.1

주 : *는 임금근로자만을 조사한 것임.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2008),「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OES)」.

셋째, 노조가입률을 보면 문화산업인력의 경우는 8.0%만이 노조에 가
입해 있는 반면에 문화직업인력의 경우는 노조가입률이 10.5%에 이르고
있다. 즉, 비록 문화직업인력의 노조가입률이 전 산업 평균(12.1%)에 비
해 낮기는 하지만 문화직업인력은 문화산업 내 비문화직업인력에 비해서
는 노조에 가입한 비율이 높다.
다음으로 핵심문화직업 여부와 핵심문화산업 여부를 기준으로 취업
자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일자리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자. <표
4-7>에는 취업자를 ① 핵심문화직업 내 핵심문화산업 종사자, ② 핵심
문화직업 내 그 외 산업 종사자, ③ 그 외 직업 내 핵심문화산업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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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직업 내의 그 외 산업 종사자로 구분하여 일자리 특성을 살펴본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표 4-7>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균 연령을 보면 핵심문화직업 내 핵심문화산업인력이 비교적
평균 연령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년제 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비중 역시 핵심문화직업 내 핵심문화산업인력이 상대적으로 높다.
둘째,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 비중을 보면 핵심문화직업 내 핵심문
화산업인력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핵심문화직업인력 중에서 비문화산업 종사자가 비교적 대
규모 사업체에 많이 취업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문화산업 대
기업이 화보 제작, 홍보물 제작 등의 이유로 핵심문화직업인력의 상당수
를 고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4-7> 핵심문화인력의 고용 특성
핵심문화직업
그 외 직업
핵심
핵심
그 외 산업
그 외 산업
문화산업
문화산업
취업자수(천명)
401
378
395
22,491
[비중]
[1.7]
[1.6]
[1.7]
[95.0]
평균 나이(세)
35.6
36.0
36.7
43.7
4년제 대졸 이상(비중)
67.6
64.1
63.2
28.1
사업체 규모(%)*
30인 미만
56.2
50.1
43.7
53.5
300인 이상
11.1
16.3
11.3
13.5
수도권 비중(%)
77.9
65.4
72.5
48.4
*
임금근로자 비중(%)
74.8
85.7
86.3
67.6
계약직 비중(%)
11.0
8.0
10.3
16.2
임시일용직 비중(%)*
12.4
7.9
13.5
30.8
평균 근속연수(년)
6.2
5.5
5.2
8.7
평균 경력연수(년)
10.1
10.4
10.6
14.8
주당 근로시간(시간)
65.4
56.7
54.7
59.1
주당 근무일(일)
5.3
5.4
5.3
5.5
월 평균소득(만원)
250.7
255.4
260.6
201.1
시간당 소득(만원)
1.1724
1.0805
1.1191
0.8485
노조가입률(%)
8.8
12.1
7.2
12.2
주 : *는 임금근로자만을 조사한 것임.

취업자
전체
23,734
[100.0]
43.4
30.0
53.2
13.5
49.6
68.3
15.8
29.6
8.5
14.6
59.0
5.5
204.0
0.8629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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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노조가입률 역시 핵심문화직업 내에 그 외 산업 종사자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상대적으로 핵심문화직업 내 비핵
심문화산업 종사자가 노조조직률이 높은 대규모 기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집중도를 보면 핵심문화직업 내의 핵심문화산업 종
사자가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핵심문화인력을 보다 엄격하게 정의할 경
우, 핵심문화인력은 상대적으로 문화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제4절 문화산업 고용의 동태적 특성 분석

앞 절에서는 문화산업인력의 일자리 특성을 비교적 정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고용보험 DB」를 이용하여 문화산업 근로자의
일자리 유지, 근속기간, 입직률과 이직률 등과 같은 고용의 동태적 특성
을 살펴보기로 한다.

1. 고용 지속성 현황 : 일자리 유지율과 평균 근속기간
가. 피보험자격 유지율
고용보험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피보험자 개인의 피보험자격 취득과 상
실이라는 사건은 고용보험 전산상에 입력된다. 이 정보를 이용하여 피보
험자 중에서 일정 기간 동안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는 자의 비율을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 비율을 ‘피보험자격 유지율’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피보험자격 유지율은 ‘일자리 유지율’ 과 유사하며 근로자의 고용안정성
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피보험자격 유지율은 다양한 방법으로 정의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고
용보험 피보험자 중에서 1년 동안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자의 비율”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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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다.
<표 4-8>에는 2005∼09년 기간 중의 전 산업 및 문화산업의 피보험자
격 유지율이 나타나 있다. 전 산업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유지율은 대략
70% 수준에서 변동한다. 이는 피보험자 100명 중 약 30명은 1년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핵심문화산업인력의 경우는 피보험자 전체에 비해 피보험자격 유지
율이 약 0.9∼2.2%p 가량 낮다. 이는 문화산업의 고용안정성이 전 산업
평균에 비해 낮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핵심문화산업 내에서도 상당한 편차가 있다. 예를 들어 2009년
현재 공연․음악산업의 피보험자격 유지율은 약 65%에 불과한 반면에
출판․인쇄 산업의 피보험자격 유지율은 약 73%로 전 산업 평균을 초
과하고 있다.
<표 4-8> 문화산업인력의 피보험자격 유지율(1년)
(단위 : %)
핵심문화산업

2005

2006

2007

2008

2009

67.2

68.1

68.9

68.5

69.2

문화재·자연유산

74.7

75.5

74.0

73.8

70.0

공연·음악

66.2

62.4

62.8

62.0

64.8

미술·사진·공예

63.5

63.9

65.5

64.8

66.1

출판·인쇄

68.0

70.1

70.7

71.3

73.1

영화·방송·게임

72.0

70.3

71.8

69.0

68.7

디자인·건축·광고

65.4

68.1

68.5

68.8

69.8

관광

76.9

78.1

78.1

77.8

76.7

스포츠·오락

67.6

67.9

68.6

67.9

70.7

공통 영역(교육)

63.7

60.8

62.7

62.2

61.0

장비·지원

67.9

68.8

71.1

70.6

72.9

그 외 산업

69.5

69.7

70.8

69.6

70.1

피보험자 전체

69.4

69.7

70.8

69.7

70.4

주 : 전년 12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중에서 1년간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자의 비율
(%)로 계산(중복 자료 제외).
자료 : 고용보험 피보험자 DB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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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산업별로 보면 피보험자격 유지율은 문화재․자연유산 분야와 영
화․방송․게임산업은 감소 추세이나, 디자인․건축․광고 , 출판․인쇄
산업, 미술․사진․공예 분야는 대체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 평균 근속기간
‘피보험자 평균 근속년’(이하 평균 근속년)은 앞서 본 피보험자격 유지
율과 마찬가지로 임금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
피보험자의 근속년=(당해 연도 말일-취득일)/365
<표 4-9>는 전 산업 및 문화산업 근로자의 평균 근속년 추이를 보여
주고 있다. 2009년 현재 전 산업 피보험자의 평균 근속년은 약 4.6년이
다. 핵심문화산업 근로자의 평균 근속년은 약 4년으로, 전 산업 평균 근속
년에 비해 약 0.6년(7개월) 정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화산업 인
력의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연령과 함께 고용불안정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4-9> 문화산업인력의 평균 근속기간(년)
(단위 : 년)
핵심문화산업
문화재·자연유산
공연․음악
미술․사진․공예
출판․인쇄
영화․방송․게임
디자인․건축․광고
관광
스포츠․오락
공통 영역(교육)
장비․지원
그 외 산업
피보험자 전체

2005
3.9
4.8
3.4
3.1
4.5
5.1
3.0
5.7
3.4
2.6
3.6
4.5
4.5

2006
3.9
4.6
3.3
3.1
4.6
5.1
3.0
5.8
3.5
2.6
3.7
4.5
4.4

2007
3.8
4.8
3.1
3.1
4.6
5.1
3.0
5.8
3.6
2.6
3.8
4.5
4.4

주 : 평균 근속년=(당해 연도 말일 - 피보험자격 취득일)/30.
자료 : 고용보험 피보험자 DB 원자료.

2008
3.9
4.9
2.9
3.2
4.9
5.2
3.1
6.0
4.0
2.7
3.9
4.6
4.5

2009
4.0
4.9
2.8
3.2
5.1
5.2
3.4
6.3
4.1
2.5
4.0
4.6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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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핵심문화산업 내부의 세부 산업 간에도 매우 큰 평균 근속년의
격차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2009년 현재 미술․사진․공예산업의 평균
근속년은 2.8년으로 영화․방송․게임산업(약 5.2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
하다.

2. 일자리 이동 현황
가. 피보험자격 취득률
고용보험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개인의 피보험자격 취득(≒취업)이라
는 사건은 고용보험 전산상에 입력되며, 이 정보를 이용하여 전체 피보
험자 중에서 특정 기간 동안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사람의 비율을 계
산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된 지표를 여기서는 ‘피보험자격 취득률’이라
부르고자 한다. 피보험자격 취득률은 ‘입직률’과 유사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피보험자격 취득률 역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의될 수 있지만 여기
서는 “전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 대비 당해 연도 피보험자격 취득건
수”로 정의한다.
<표 4-10>에는 2005∼09년 기간 중의 전 산업 및 문화산업의 피보험
자격 취득률 추이가 나타나 있다. 2009년 현재 핵심문화산업의 피보험
자격 취득률(≒입직률)은 47.6%로 전 산업(50.2%)에 비해 2.6%p 낮다.
핵심문화산업의 피보험자격 취득률은 2005∼06년 기간에는 전 산업 평
균보다 높았으나, 2007년 이후로는 전 산업 평균을 하회하고 있다.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인력수요 감소가 상대적으로 경기에 민감한 문화산업
에서 크게 발생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산업에서 2008년 이후 피보험자격 취득
률이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피보험자격 취득률은 핵심문화산업의 세부 산업들 간에 뚜렷한 차이
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2009년의 경우 피보험자격 취득률은 미술․
사진․공예는 41.2%에 불과했으나 공연․음악 분야는 56.2%로 전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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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문화산업인력의 피보험자격 취득률 현황
(단위 : %)
핵심문화산업
문화재·자연유산
공연․음악
미술․사진․공예
출판․인쇄
영화․방송․게임
디자인․건축․광고
관광
스포츠․오락
공통영역(교육)
장비․지원
그 외 산업
피보험자 전체

2005
54.0
50.0
55.2
62.0
48.1
56.6
54.2
41.9
56.2
70.9
51.3
53.9
53.3

2006
57.0
58.7
56.0
62.5
53.0
55.8
55.8
44.5
58.3
75.5
51.7
54.0
53.6

2007
52.1
60.8
62.5
54.7
50.8
51.5
50.9
37.0
56.3
73.6
49.0
53.7
53.4

2008
49.7
59.1
64.7
51.3
47.2
50.3
48.4
36.5
54.3
64.9
46.3
52.2
51.6

2009
47.6
55.3
56.2
41.2
45.1
52.5
45.8
35.6
63.4
63.3
42.9
51.0
50.2

주 : 전년 12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실수 대비 당해 연도 1년간의 피보험자격 취득
건수의 비율로 계산.
자료 : 고용보험 피보험자 DB 원자료.

평균을 6%p 초과하고 있다.
나. 피보험자격 상실률
피보험자가 개인 혹은 고용주의 사정으로 이직할 경우 피보험자격의
‘상실’이라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정보를 이용하여 피보험자 중에
서 특정 기간 동안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이직자)의 비율을 계산할 수
있으며 이렇게 계산된 지표를 여기서는 ‘피보험자격 상실률’로 부르고자
한다. 피보험자격 상실률은 ‘이직률’과 유사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피보험자격 상실률은 다양한 방법으로 정의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전
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 대비 당해 연도에 발생한 피보험자격 상실건수’
로 정의한다.
<표 4-11>은 2005∼09년 기간의 전 산업 및 문화산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률 추이가 나타나 있다. 2009년 현재 핵심문화산업의 피보험자격 상
실률은 44.3%로 전 산업 평균(47.1%)에 비해 약 2.8%p가 낮다. 문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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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문화산업인력의 피보험자격 상실률 현황
(단위 : %)
핵심문화산업
문화재·자연유산
공연․음악
미술․사진․공예
출판․인쇄
영화․방송․게임
디자인․건축․광고
관광
스포츠․오락
공통 영역(교육)
장비․지원
그 외 산업
피보험자 전체

2005
48.5
44.5
49.7
56.5
42.6
51.1
48.7
36.4
50.7
65.4
45.8
48.4
47.6

2006
48.9
50.6
47.9
54.4
44.9
47.7
47.7
36.4
50.2
67.4
43.6
45.9
45.3

2007
44.6
53.3
55.0
47.2
43.3
44.0
43.4
29.5
48.8
66.1
41.5
46.2
45.6

2008
43.8
53.2
58.8
45.4
41.3
44.4
42.5
30.6
48.4
59.0
40.4
46.3
45.6

2009
44.3
52.2
53.1
38.1
42.0
49.4
42.7
32.5
60.3
60.2
39.8
47.9
47.1

주 : 전년 12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실수 대비 당해 연도 1년간의 피보험자격 상실
건수의 비율로 계산.
자료 : 고용보험 피보험자 DB 원자료.

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률은 2005∼06년 기간에는 전 산업 평균보다 높았
으나, 2007년 이후로는 전 산업 평균을 하회하고 있다.
한편 2008년 하반기에 본격화된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
고 피보험자격 상실률의 뚜렷한 증가는 발견되지 않는다. 뒤에서 설명하
겠지만 이는 2008년 이후 자발적 사유로 인한 피보험자격 상실자가 상
대적으로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문화산업의 세부 분야들 간에 피보험자격 상실률의 뚜렷한 차이가 존
재한다. 예를 들어, 2009년의 경우 미술․사진․공예의 피보험자격 상실
률은 38.1%로 공연․음악 분야(53.1%)에 비해 약 15%p가 낮다.
일반적으로 이직률의 변동은 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경기침체는
기업의 인력 수요를 감소시키고 근로자의 이직 성향을 낮춰서 이직률을
감소시키는 요인이지만 불황이 지속되면 기업의 고용조정과 폐업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이 증가하게 된다. 즉 경기와 이직률 간의 관계는 단
선적이지 않으며 불황의 강도와 지속 기간에 따라 이직률이 증가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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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할 수 있다. 따라서 경기침체가 이직률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
해서는 이직사유별(자발적 이직, 비자발적 이직35))로 구분하여 이직률의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4-12>는 자발적 사유로 인한 피보험자격 상실자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전 산업에서 자발적 피보험자격 상실률은 금융위기가 발발한 2008
년 이후 감소하였다. 이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근로자의 이직성향이 감소
했기 때문이다.
<표 4-12> 문화산업인력의 자발적 피보험자격 상실률 현황
(단위 : %)
2005

2006

2007

2008

2009

30.7

32.2

30.0

28.8

28.0

문화재·자연유산

26.9

30.9

34.8

33.5

31.5

공연․음악

30.9

28.3

32.0

33.5

30.5

미술․사진․공예

32.7

31.9

30.0

27.2

22.6

출판․인쇄

25.8

23.7

29.3

26.9

26.4

영화․방송․게임

32.2

32.3

30.7

29.9

32.6

디자인․건축․광고

32.0

32.7

29.7

28.9

27.1

관광

26.7

26.5

20.6

20.8

20.9

스포츠․오락

31.8

32.1

28.6

26.8

33.7

공통 영역(교육)

27.4

26.0

20.4

18.9

19.0

장비․지원

28.9

27.1

27.8

26.8

25.2

그 외 산업

30.8

29.2

29.7

29.4

29.0

피보험자 전체

30.4

28.8

29.4

29.0

28.6

핵심문화산업

주 : 전년 12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실수 대비 당해 연도 1년간의 자발적 사유로 인
한 피보험자격 상실 건수의 비율로 계산
자료 : 고용보험 피보험자 DB 원자료.
35) 고용보험 DB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이직을 사유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피보험자격 상실은 개인 사정에 의한 자발적 상실과 고용주 사정에 의한 비자발
적 상실로 나눌 수 있다. 자발적 상실에 해당하는 상실 사유는 전직․자영업을 위
한 퇴직, 결혼․출산․거주지 변경 등 가사 사정, 질병․부상․노령 및 권고성 명
예퇴직과 정년퇴직을 포함한 기타 개인 사정 등이 있다. 비자발적 상실에 해당하
는 사유는 폐업․도산․공사 중단,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휴업, 임금체불, 회
사 이전․근로조건 변동, 기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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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문화산업의 자발적 피보험자격 상실률은 2005∼07년 기간에는 전
산업에 비해 높았으나, 2008년 이후 전 산업 평균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
이는 경기 불황 시기에는 문화산업 근로자의 이직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
워져서 이직 성향이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자발적 피보험자격 상실률과는 반대로 금융위기가 발발한 2008
년 이후 비자발적 피보험자격 상실률은 전 산업에 걸쳐서 비교적 큰 폭
으로 상승하였다.
핵심문화산업의 비자발적 피보험자격 상실률은 2005∼06년 기간에는 전
산업 평균에 비해 근소하게 높았으나 2007년 이후에는 전 산업 평균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2009년 현재 핵심문화산업의 비자발적
피보험자격 상실률은 16.4%로 전 산업 평균(18.5%)에 비해 2.1%p 낮다.
한편 비자발적 피보험자격 상실률은 핵심문화산업의 세부 분야들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2009년 현재 비자발적 피보험자격 상실률은 공연․
음악 분야에서는 22.6%에 이를 정도로 높은 반면에, 미술․사진․공예,
디자인․건축․광고, 출판․인쇄에서는 15% 중반 수준에 불과하다.
<표 4-13> 산업별 비자발적 피보험자격 상실률 현황
(단위 : %)
핵심문화산업
문화재
공연․음악
미술․사진․공예․종교
출판․인쇄
영화․방송․게임
디자인․건축․광고
관광
스포츠․오락
공통 영역(교육)
장비․지원
그 외 산업
피보험자 전체

2005
17.8
17.6
18.8
23.8
16.9
18.8
16.7
10.3
18.9
38.0
16.9
17.6
17.2

2006
16.7
19.7
19.6
22.6
12.4
15.4
15.1
9.9
18.1
41.4
16.6
16.7
16.5

2007
14.6
18.5
23.0
17.1
14.1
13.3
13.8
8.9
20.1
45.7
13.7
16.5
16.2

2008
15.1
19.6
25.3
18.2
14.4
14.5
13.6
9.8
21.6
40.1
13.6
16.8
16.6

2009
16.4
20.8
22.6
15.5
15.7
16.7
15.6
11.6
26.6
41.2
14.6
18.9
18.5

주 : 전년 12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실수 대비 당해 연도 1년간의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피보험자격 상실 건수의 비율로 계산.
자료 : 고용보험 피보험자 DB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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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주요 문화직업의 고용 전망(2008~18)

본 절에서는 2008∼18년 기간의 주요 문화직업인력의 인력수요 전망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도출한다. 여기서 인력수요 전망의 단위는 한국고용
직업분류(KECO)의 중분류 수준의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
(08)에 속한 주요 21개 세분류 직업이다.

1. 전망 자료 및 전망 모형
가. 전망 자료와 전망 기간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이 매년 조사․공표하고 있는「산업․직업
별 고용구조조사(OES)」(이하 OES)의 2002～09년 자료를 이용하여 문
화직업의 세분류 수준별 인력수요 전망을 실시한다. OES는 2001년부터
실시되었으나 2001년 자료는 신뢰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분석에서 제외
하고, 2002～09년 자료에 근거해서 직업별 고용 전망을 실시한다.
OES는 우리나라에서 직업 세분류 수준에서 시계열 정보를 제공하는
유일한 자료이다. 그러나 OES의 문제로 직업 세분류 수준에서는 시계열
적인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지적된다. 더욱이 2007년에 이루어진 한
국고용직업분류 체계의 개정으로 직업 세분류 수준에서 시계열 자료가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가 있지만 세분류 직업 전망
에 대한 필요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직업 세분류 수준에서 2008∼18년
기간 문화직업의 고용 전망을 실시하고자 한다.
나. 가용 시계열 자료의 구축
OES는 2007년에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기준이 개정되었다. 따라
서 새로 개정된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직업별 고용 전망을 시도할 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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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 자료를 적용하기 어렵다.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08)에 속
한 30개의 세분류 수준 직업 중에서 신규 분류체계가 완전히 연결(matching)36)되는 세분류 직업은 개정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26개 직업이며 나
머지 4개의 직업은 완전히 연결되지 않는 직업이다.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에서 완전히 연결되지 않는 직업은
구직업분류 체계에서 둘 이상의 직업이 신직업분류 체계에서 둘 이상의
변경된 직업이다. 예를 들면 구직업분류 체계에서 ‘조명기사(0875)’와 ‘기
타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직(0879)’이 신직업분류 체계에서는 ‘조
명기사 및 영사기사(0874)’와 ‘기타 연극, 영화 및 영상관련 종사자(0879)’
로 변경된 것이 그것이다. 이 경우에는 (1) 신분류 직업을 기준으로 그 직
업 취업자의 소분류 산업별 분포를 구하고, (2) 가장 비중이 높은 소분류
산업의 2006∼07년 취업자 변화율을 적용하여 해당 직업의 2006년의 취
업자를 계산한 다음 (3) 구직업분류 직업들의 2002∼06년 평균 증감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해당 직업의 시계열을 구축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2002∼09년 직업별 취업자수를 추산하여 신직업
분류 체계를 기준으로 2002∼09년의 직업별 취업자수의 시계열 자료를
작성하였다.
다. 전망 대상 세분류 직업의 선정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08)에 속한 30개 세분류 직업 중
에서 취업자수와 사회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전망 대상 직업을 선정하
였다.
30개 세분류 수준 직업 중에서 취업자수 규모가 1만 명 이하인 직업(예 :
화가 및 조각가(0841), 국악 및 전통예능인(0844))은 전망 대상에서 제
36) 신구 분류체계에서 직업이 1대 1로 연결이 되거나 혹은 구분류 체계에서 복수의
직업이 신분류 체계에서 단일 직업으로 통합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후자로
예로는 구분류에서 ‘감독 및 연출자(0861)’와 ‘영화, 연극 및 방송 기술 감독(0871)’
이 신분류에서 ‘감독 및 기술감독(0861)’으로 통합된 것을 들 수 있다. 이 경우 신
분류의 ‘감독 및 기술감독’은 분류체계의 개정과는 관계없이 2002∼09년 시계열
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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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하였다. 또한 시계열이 매우 불안정한 일부 직업(예: 아나운서 및 리
포터(0863)) 역시 전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인력수요 전망 대상으로 선정된 세분류 직업은
21개 직업이다.
라. 전망 모형
OES 직업별 자료의 시계열상의 불안정성을 고려하여 각 세분류 직업
별 상대 점유율의 3개년 이동평균값을 사용하여 직업별 고용전망을 실시
하였다. 직업별 비중의 추세 방정식은 다음의 모형을 활용하였다.
       ln  

(1)

  는 t기의 KECO의 소분류 직업 j에서 차지하는 세분류 직업 i의

로그상대 비중(ln(s/(1-s))이다. s는 소분류 직업에서 차지하는 세분류 직
업의 비중이며 cgdp는 연도별 실질 GDP 증가율이다. 모형에서 종속변수
로 소분류 직업에서 차지하는 세분류 직업의 로그상대 비중을 사용하는
이유는 세분류 직업의 고용 전망치가 한국고용정보원이 2009년에 실시한
소분류 수준 직업별 고용전망 결과37)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하
기 위해서이다.
실질 GDP의 증가율을 전망 모형의 설명변수로 포함한 이유는 문화․
예술 관련직 직업은 경기에 매우 민감하게 변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2010∼18년 기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연평균 4%를
유지할 것이라고 가정하여 고용 전망치를 도출하였다.
아울러 추세방정식 모형을 통해서 얻은 직업별 전망 결과에 대한 정성
적 검토를 실시하여 전망 결과에 대한 정합성을 조정하였다. 정성적 검토
는 ① 한국고용정보원의 직업연구센터의 직업연구 전문가들로부터의 자
문, ② 2010년 직업전망서(미발간) 등 정성적 직업전망 관련자료 검토, ③
그 외 관련 협회 자료(백서 등)와 전문가로부터의 자문 등을 근거로 이루

37) 소분류 수준 직업전망 결과의 세부적인 내용은 박명수 외(2010)를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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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다.

2. 주요 문화직업 인력수요 전망 결과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08) 중에서 전망 대상 직업으로 선
정한 21개 직업의 2008∼18년 기간 중의 인력수요 전망 결과가 <표
4-14>에 나타나 있다.
사진작가 및 사진사(0842)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분류 문화직업에서
2008∼18년 기간 중에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표 4-14>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38)
첫째, 인력수요 증가율을 기준으로 2008～18년 기간 중에 연평균 4%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직업은 작가 및 관련 전문가(0811), 통역가
(0813), 사서 및 기록물 관리사(0822), 웹 및 멀티미디어 디자이너(4.8), 배
우 및 모델(0862), 촬영기사(0871), 음향 및 녹음기사(0872) 등이다.
둘째, 인력수요 증가 인원을 기준으로 2008～18년 기간 중에 연평균 2
천 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 직업은 시각 디자이너(0854)와 웹 및
멀티미디어 디자이너(0855) 등이다. 그 외에 같은 기간 제품 디자이너
(0851)와 실내장식 디자이너(0853)도 연평균 약 1천 명 이상 증가할 것으
로 전망되었다.
셋째, 반면 사진작가와 사진사(0842)는 2008∼18년 기간 중에 연평균
0.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사진작가 및 사진사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① 출산율 저하와 결혼 감소 등으로 국내 사진
시장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웨딩, 아기사진, 프로필이미지 등과 같
은 인상사진 분야의 위축, ② 디지털 카메라의 보급으로 사진 전문가에게
사진 촬영을 의뢰하는 수요의 감소, ③ 기업의 광고비와 홍보비 삭감으로
인한 광고사진 분야의 침체 등을 거론할 수 있다.39)
38) 직업별 인력수요 전망에 대한 세부적인 해설과 직업별 인력수요 증감 요인에 대
한 설명은 김준영․이시균(2010, 미발간)을 참고하라.
39) 통계청의「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따르면 사진촬영 및 처리업의 사업체 수
는 2004년 10,984개소, 2006년 9,449개소, 2008년 9,005개소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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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주요 문화직업별 고용 전망(2008~2018)
(단위 : 천명, %)
연평균
증감률

취업자수

직업
코드

직업명

0811
0812
0813
0814
0821
0822
0830
0842
0843
0845
*
0851
0852
0853
0854
0855
0856
0861
0862
0871
0872

작가 및 관련 전문가
번역가
통역가
출판물 전문가
큐레이터 및 문화재 보존원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기자 및 논설위원
사진작가 및 사진사
만화가 및 만화영화 작가
지휘자, 작곡가 및 연주가
가수, 성악가, 안무가, 무용가
제품 디자이너
패션 디자이너
실내장식 디자이너
시각 디자이너
웹 및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캐드원
감독 및 기술감독
배우 및 모델
촬영기사
음향 및 녹음 기사

2008 2013 2018 08∼13 08∼18
15
12
6
12
5
13
20
24
11
17
11
27
30
31
63
47
40
20
15
4
4

18
14
7
11
5
17
23
24
12
18
11
32
31
37
75
59
41
24
18
5
5

23
17
9
11
6
21
27
24
14
18
12
39
33
44
88
75
42
29
23
6
6

4.1
3.4
4.7
-0.8
2.8
4.6
2.9
-0.3
2.2
1.1
1.3
3.7
0.8
3.5
3.8
4.5
0.6
3.7
4.1
5.7
5.9

4.2
3.6
4.6
-0.2
2.5
4.5
3.1
-0.4
2.4
0.9
1.4
3.9
1.1
3.6
3.5
4.7
0.5
3.6
4.4
5.2
5.6

연평균
증감 인원
08∼ 08∼
13
18
0.6 0.6
0.4 0.4
0.3 0.3
-0.1 0.0
0.1 0.1
0.6 0.6
0.6 0.6
-0.1 -0.1
0.2 0.3
0.2 0.2
0.1 0.2
1.0 1.0
0.2 0.3
1.1 1.1
2.4 2.2
2.1 2.2
0.2 0.2
0.7 0.7
0.6 0.7
0.2 0.2
0.2 0.2

주 : 1) 한국고용정보원,「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OES)」의 2002∼09년 조사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전망한 결과임.
2) 가수, 성악가, 안무가, 무용가는 가수 및 성악가(0846)와 무용가 및 안무가
(0847)를 통합하여 전망하였음.

제6절 요약 및 결론

본 장에서는 활용 가능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문화인력의 고용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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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이와 일자리 특성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본 장의 제 5절에서는 주요 문
화직업에 대한 고용 전망을 실시하였다. 본 장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계청의「전국사업체조사」를 이용하여 핵심문화산업의 사업체
수 및 종사자수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대체로 2002∼08년 기간 중에 사업
체수는 감소하였고 종사자수는 증감을 반복하여서 뚜렷한 추세를 확인할
수 없다. 핵심문화산업 사업체수의 감소는 자영업 부문의 위축에 따라 영
세자영업 비중이 높은 영화․방송․게임, 도서․출판, 미술․사진․공예
분야의 사업체수 감소에 기인하는 것이다.
둘째, 핵심문화산업의 세부 분야별로 매우 상이한 고용변동 추이를 보
이고 있다. 예를 들어, 공연․음악에서도 2002∼08년 기간 중에 공연과
음반 제작 분야의 종사자수는 증가한 반면에 악기 제조와 음반 판매 분야
의 종사자수는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핵심문화인력의 일자리 특성을 보면 대체로 평균 연령이 낮은 대
신 학력수준은 매우 높다. 기존 연구가 제시하는 것과는 달리 임시․일용
및 계약직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고 임금수준은 전 산업 평균에 비해 높
다. 그러나 핵심인력의 세부 분야 간에 일자리 특성은 매우 상이한 것으
로 나타났다.
넷째,「고용보험 DB」를 이용하여 문화산업 일자리의 동태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예상했던 것처럼 핵심문화산업에서는 일자리 유지율과 평균
근속기간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 피보험자격 취득률(≒입직률)과 피
보험자격 상실률(≒이직률) 등에서는 핵심문화산업의 뚜렷한 특징을 확
인할 수 없었다.
다섯째, 2008∼18년 기간에 대해 주요 세분류 문화직업별 인력수요 전
망을 실시하였다. 사진작가 및 사진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문화직업에서
향후 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특히 웹 및 멀티미디어 디자
이너, 제품 디자이너, 촬영기사 등의 직업에서 고용이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산업(직업)은 매우 상이한 세부 분야
로 구성되어 있어 문화산업(직업)만의 정형화된 특징을 찾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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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문화인력의 일자리창출과 인력양성을 위한 정책은 문화산업의 세
부 분야별로 차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핵심문화인력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안정화시켜 주는 고용안정 지원책을 마련하고, 고용
이 급속하게 감소하는 업종은 주로 영세자영업의 침체에 따른 것이므로
동 업종에서 대규모 이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영업 지원을 포함한 적
절한 정책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쇠퇴 문화업종에서 발생하는 실
직자가 성장 업종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서비스 등
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향후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될 것이다.

【제 2 부】

관광산업 연구

제5장 관광산업의 고용 현황 및 국제비교

143

제5장

관광산업의 고용 현황 및 국제비교

제1절 관광산업의 정의와 측정

관광산업은 매우 상이한 활동과 사업 유형, 다양한 고용 패턴과 근로여
건을 망라하고 있어 하나의 산업으로 분류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
다.40) 관광산업의 범위나 분류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광산업의 고용을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며, 실질적으로도 의
미 있는 관광산업 통계를 작성하고 있는 국가가 많지 않고 그나마도 국가
마다 산업분류체계가 서로 달라 국제비교 작업은 더더욱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경제 내에서 관광의 중요성 및 여타 사회경제활동과의 연관성
이 증대됨에 따라 1980년대부터 국제적으로 관광부문의 통계적 정의와
분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UN, OECD 등 국제기구들을 중심으
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하에서는 세계관광기구(UNWTO)가 새로 정비한 2008 국제관광통계

40) 일각에서는 관광산업은 제조업과 달리 단일 생산공정에 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제품을 생산하지도 않으며, 또한 입지적으로 한정된 지역에 시장이 형성되
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산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지만, 세계관광시
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관광부문의 경제사회적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육성․발
전 전략의 일환으로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이상직
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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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안(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for Tourism Statistics)의 관광
산업 정의와 분류체계를 살펴보고, 그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관광산업 및
관광고용 통계의 작성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세계관광기구의 2008 국제관광통계권고안
관광부문에 관한 정의, 범위, 분류 기준 등과 관련해 국제적 기준을 마
련하는 작업은 세계관광기구(World Tourism Organization : UNWTO)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최근 들어서는 관광산업이 경제 및 고용에 미치
는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국제교역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국제적으로
보다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ILO, OECD, Eurostat 등 여타 국제
기구들과 함께 논의가 진행되었다.41) 이러한 협력 작업의 결과, 2008년 2
월에 1993 국제통계권고안(1993 RTS)42)을 대체하는 새로운 국제관광통
계권고안(IRTS 2008)이 채택되었다. 1993 RTS와 IRTS 2008의 주요 차
이점은 <표 5-1>에 요약되어 있다.
전통적으로 각국의 관광지표는 외국인에 의해서 행해지는 자국 내 관
광, 즉 국제관광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IRTS 2008에서
는 관광(tourism)을 여행(travel)의 하부 개념으로 파악하여 방문객 및 관
광여행의 개념을 보다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선 여행(travel)이란 여행자(traveler)의 활동을 지칭하는 것이며, 여
행자는 일정 기간 동안 특정 목적을 위해 서로 다른 지리적 장소 사이를
이동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관광(tourism)은 방문객(visitor)이
하는 활동의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는데, 방문객이란 사업, 여가 및 기타
개인적 목적 등 특정 목적을 위해 평상시의 생활 환경 밖에 있는 목적지로
1년 미만의 여행(trip)을 가는 여행자를 의미한다. 이때, 취업을 위한 방문
41) 2004년에 UNSD, OECD, Eurostat, WTO(World Trade Organization), IMF, ILO
및 UNWTO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관광통계에 대한 기관간 협력그룹(ICGTS)’
이 만들어졌고 이 그룹이 IRTS 2008 초안을 작성했다.
42) 1993 관광통계권고안(Recommendations on Tourism Statistics)은 국내 및 국제
통계 체제와의 일관성과 통합성을 유지하면서 국민계정의 틀에서 관광통계시스
템을 구축하고자 고안된 첫 번째 국제권고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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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1993년과 2008년 관광통계국제권고안의 비교
항목

1993 RTS
(여행 및 방문의 정의 없음)

관광여행과 방문
의 정의 도입

IRTS 2008
- 여행(trip)은 여러 다른 장소를 방문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며, 관광방문(tourism visit)
은 관광여행 중 한 장소에 머무르는 것을
지칭

- 방문객은 12개월 미만 기간 동
안 평소 거주지가 아닌 장소를
여행(travel)하는 사람으로서 주
된 여행 목적이 수입 활동이 아
방문객의 정의 및 닌 자
- 공항/터미널을 직접 이동하는
제외기준
경유 방문자는 방문객에서 제외

- 관광여행은 어떤 목적에서든(사업, 여가활
동, 기타 개인 사유 등) 1년 미만 동안 평소
거주지가 아닌 장소를 방문하는 것(취업거
주 제외).
- 방문객은 관광여행을 하는 여행자
- 경유 방문자 중 법적․경제적 영역에 들어
가지 않은 사람만 방문객에서 제외
- 여행단체/그룹을 새로운 관찰 단위로 파악
- 별장은 평소 거주지에서 제외(즉, 별장 방
문자도 방문객으로 간주)

- 특정국 기준으로, 관광 형태를
다음과 같이 구분
(a) 국내관광: 특정국 거주자가 특
정국 내에서 여행하는 경우
관광 형태의 재정 (b) 인바운드 관광: 특정국 비거주
의
자가 특정국을 여행하는 경우
(c) 아웃바운드 관광: 특정국 거
주자가 다른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 참조국 기준으로, 세 가지 관광 형태 구분
(a) 국내관광: 참조국 내에서의 거주 방문객
의 활동. 거주자의 국내 관광여행 또는 아
웃바운드 관광여행의 일부분도 포함
(b) 인바운드 관광: 인바운드 관광국 내에서
의 비거주 방문객의 활동
(c) 아웃바운드 관광 : 참조국 이외의 국가에
서의 거주 방문객의 활동. 거주자의 아웃
바운드 관광여행 또는 국내 관광여행의
일부분 포함

- 목적에 따른 관광여행의 분류 - 주요 목적에 따른 관광여행의 분류
1. 여가, 오락 및 휴가
1. 개인적 목적
2. 친구 및 친지 방문
1.1. 휴가, 여가 및 오락
3. 사업 및 전문활동
1.2. 친구 및 친지 방문
4. 건강 치료
1.3. 교육 및 훈련
목적별 관광여행
5. 종교/순례
1.4. 건강 및 의학치료
분류의 변경
6. 기타
1.5. 종교/순례
1.6. 쇼핑
1.7. 경유
1.8. 기타
2. 사업 및 전문활동
- 공동 관광시설과 개인 숙박시설 - (관광)숙박서비스 분석의 기초가 되는 산업
숙박시설 분류의 로 구분하여 별도 정의
및 상품분류체계(ISIC, Rev. 4; CPC, Ver. 2)
의 개정에 따라 1993년의 관광숙박시설 표
개정
준분류체계의 변경
- 상품분류 없음
- 관광 특성과 관련상품은 CPC (Ver. 2) 세세
상품 및 산업분류
- 산업분류: SICTA (ISIC 세분류) 분류, 관광산업은 ISIC (Rev. 4) 세분류로
체계의 개정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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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의 계속
항목

1993 RTS
- 관광소비(중간재 소비 제외)는
소비자 유형에 상관없이 국민계
정상 최종 소비에 해당
- 관광지출은 방문객이 여행을 위
관광지출 및 관광
해 혹은 여행 도중에 사용하는
소비 정의의 개정
소비지출의 합계(내구재 및 귀
중품 제외)
- 관광소비/관광지출은 동의어
(언급 없음)

관광유형에 따른
관광지출의 구분

관광산업의 고용 (언급 없음)
수지와의 관련성 (언급 없음)
기타

IRTS 2008
- 지출은 취득을 기준으로 작성(principle of
acquisition)
- 관광지출은 여행을 위해 혹은 여행 도중에
소비재 및 서비스 취득에 지불하는 총비용
(여행 중 구입한 내구재 및 귀중품 포함)
- 사회이전, 자신의 별장에서 이루어진 숙박
서비스, 금융중개서비스 등의 취득은 관광
지출에서 제외(관광위성계정에서의 광의의
관광소비에는 포함)
- 관광 유형에 대응하여 세 가지로 구분
(a) 국내관광 지출: 참조국 내에서의 거주 방
문객의 관광지출
(b) 인바운드관광 지출: 인바운드 관광국 내
에서의 비거주 방문객의 관광지출
(c) 아웃바운드관광 지출: 참조국 이외의 국
가에서의 거주 방문객의 관광지출
- 특별 장(Ch.7)
- 특별 조항(Ch.8)
- 관광위성계정, 국내 세부통계, 관광과 지속
가능성에 관한 언급(특별 조항(Ch.8))

자료 : UN(2010), “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for Tourism Statistics,” 2008.

자는 제외된다.43) 과거 여가를 목적으로 여행하는 사람만을 관광객으로
보던 인식과 비교할 때 그 개념과 범위가 훨씬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방문객의 활동에는 여행 중의 활동뿐만 아니라 여행을 위한 준비 활
동, 이동 중에 이루어지는 활동도 포함된다. 방문객의 지위는 여행이 종
료되는 시점에서 상실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수요 측면에서 보면, 관광의 경제적 기여는 방문객의 활동, 즉 재화나
서비스의 취득으로부터 발생한다. 즉 관광객의 욕구와 수요를 충족시키
는 모든 재화 및 서비스는 관광지출의 일부분이 될 수 있으며, 방문객이
사용하는 교통, 숙박, 음식 등 전형적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그림, 예술작
품, 보석 등의 귀중품, 내구소비재, 조리 및 비조리 식품, 제조품, 기타 모
든 개인서비스 등 여행 중 습득한 모든 재화 및 서비스 항목이 관광지출

43) ‘방문객(visitor)’은 통상의 ‘관광여행자(tourist)’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여가를 목
적으로 하는 경우 외에 사업상 혹은 기타 개인적 사유에 의한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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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관광지출의 구성항목은 1) 패키지여행, 2) 숙박, 3) 음식, 4)
지역운송, 5) 국제운송, 6) 오락, 문화, 스포츠활동, 7) 쇼핑, 8) 기타 등으
로 유형화하여 파악할 수 있다.
반면 공급 측면에서 관광부문은 방문객이 취득하게 되는 상품(서비스
포함)을 생산 또는 제공하는 활동의 집합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공급측면
에서의 관광부문은 사업의 생산품 및 생산활동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별
될 수 있다.
관광상품은 ‘관광특성상품(tourism characteristic products)’과 ‘관광연
계상품(tourism connected products)’으로 구분되는데, ‘관광특성상품’은
전형적인 관광상품으로서 구체적으로는 1) 지출 및 수요의 비중 조건, 2)
공급의 비중 조건이라는 두 기준 가운데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상품을 의
미하며, ‘관광연계상품’은 일반적으로는 관광상품이라고 할 수 없지만 특
정 경제 내에서 그 중요성이 인정되는 상품을 지칭한다.

관광특성상품의 기준 - IRTS(2008). 5.10
• 해당 상품에 대한 관광지출이 전체 관광지출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해야
한다. (지출/수요의 비중 조건)
• 해당 상품에 대한 관광 지출이 해당 경제영역 내에서 그 상품 공급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해야 한다. (공급의 비중 조건) 이 기준은 방문객이 없을 경우 해
당 관광특성상품의 공급이 유의미한 규모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
한다.

관광특성상품 및 생산활동의 유형은 아래 <표 5-2>와 같이 범주화될
수 있다. 국제비교를 위해 관광특성상품은 CPC (ver. 2) 세세분류(5digit), 관광산업은 ISIC (rev. 4) 세분류(4-digit) 기준으로 리스트가 제시
되어 있는데, 각 유형별 구체적인 상품 및 생산활동 리스트는 <부표 6>
과 <부표 7>에 각각 수록되어 있다.
직접적으로 방문객의 수요를 충족시키거나 관광특성활동을 주요 활동
으로 하는 사업체는 관광산업으로 간주되지만, 관광산업에 속하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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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관광특성상품과 관광산업
상품
1.
2.
3.
4.
5.
6.
7.
8.
9.
10.
11.
12.

숙박서비스
음식서비스
철도운송서비스
육상운송서비스
수상운송서비스
항공운송서비스
운송장비대여서비스
여행사 및 기타 예약서비스
문화서비스
스포츠 및 오락서비스
국가별로 특화된 관광재화
국가별로 특화된 관광서비스

생산활동(산업)
1.
2.
3.
4.
5.
6.
7.
8.
9.
10.
11.
12.

숙박업
음식서비스업
철도운송업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운송장비대여업
여행사 및 기타 예약서비스업
문화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서비스업
국가별로 특화된 관광재화의 거래
국가별로 특화된 관광서비스업

사업체는 관광특성활동이 아닌 부차적인 활동, 또는 다른 형태의 관광특
성활동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즉 관광산업의 생산품이 관광특성
상품만으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도 없고, 비관광산업의 생산품에 관광특
성상품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아래의 <표 5-3>과
같이 묘사된다.
관광산업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하여 관광부문의 경제적
기여를 측정하기 위해서 별도의 관광위성계정(TSA)의 필요성이 논의되
기도 한다.
경제의 다른 모든 부문에서처럼, 관광부문에서도 고용은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주된 생산품이 아닌 산업에서도
관광특성 재화 및 서비스가 생산되고, 관광산업의 고용은 관광특성의 생
산품에만 한정되지 않고 사업장의 전 생산품과 관련되기 때문에 관광부
문과 직접 연관된 고용을 측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2008 IRTS에서는 ‘관광산업의 고용(employment in the
tourism industries)’과 ‘관광고용(tourism employment)’을 구분하여 사용
한다. ‘관광산업의 고용’은 주된 생산품이 관광특성상품인 산업의 고용에
한정된다.44) 반면에 ‘관광고용’은 관광특성을 갖는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고용으로 정의되어, 관광산업에 고용되어 있다 하더라도 관광상품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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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취업자는 관광고용에서 제외된다(그림 5-1
참조).45)
<표 5-3> 관광산업, 기타 산업, 관광상품의 관계
생산활동(산업)
생산품

관광산업(TI)
TI(1) TI(2)

관광특성상품(CHP)
xxx
CHP1

...

기타 산업(OI)
TI(n) OI(1) OI(2)

...

OI(n)

상품별
총산출

x

x

x

x

x

x

x

∑CHP1

CHP2
...
CHPn

x
...
x

xxx
...
x

x
...
x

x
...
xxx

x
...
x

x
...
x

x
...
x

x
...
x

∑CHP2
...
∑CHPn

관광연계상품(Cp)
Cp1

x

x

x

x

x?

x?

x?

x?

∑Cp1

Cp2
...
Cpn

x
...
x

x
...
x

x
...
x

x
...
x

x?
...
x?

x?
...
x?

x?
...
x?

x?
...
x?

∑Cp2
...
∑Cpn

Op1
Op2
...

x
x
...

x
x
...

x
x
...

x
x
...

x?
x?
...

x?
x?
...

x?
x?
...

x?
x?
...

∑Op1
∑Op2
...

Opn

x

x

x

x

x?

x?

x?

x?

∑Opn

...

∑OI(n)

∑rows=
∑columns

기타상품(Op)

산업별 총 산출 ∑TI(1) ∑TI(2)

...

∑TI(n) ∑OI(1) ∑OI(2)

주 : xxx : 해당 산업 주요생산품의 가치
x : 기타 생산품의 가치
x? : 해당 산업의 주요 생산품 또는 기타 생산품의 가치

44) 2008 IRTS는 각국의 관광고용통계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작성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가 고유의 관광산업(앞의 <표 5-2>에서 11, 12 항목)의 경우는
제외된다.
45) 이는 문화고용(cultural employment)을 정의함에 있어 문화산업의 비문화직업도
포함하는 것과는 다른 접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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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관광산업과 관련된 고용 구조
취업자
취
업자

복수 일자리

단일 일자리

관광산업
(1)

기타산업
(2)

관광산업의
주된 일자리 (3)

기타 산업의
주된 일자리 (4)

관광산업의
기타 일자리 (3a)

관광산업의
기타 일자리 (4a)

기타 산업의
기타 일자리 (3b)

기타 산업의
기타 일자리 (4b)

— 관광산업의 취업자 (모든 일자리) = 1, 3, 4a
— 관광산업의 취업자 (주된 일자리) = 1, 3
— 관광산업의 일자리 = 1, 3a, 4a

관광산업의 고용통계 역시 국민계정체계(SNA)의 고용 개념과 통계작
성방법에 준하여 작성되도록 하고 있으며,46) 관광고용의 질적 측면을 파
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도록 권장되고 있다.
- 연령, 성, 국적/거주지별 고용
- 사업장 유형별 고용(규모, 공식/비공식 등)
- 직업, 고용형태별 고용(그림 5-2 참조)
- 일자리수, 근로시간, 풀타임동등 고용(fulltime equivalent
employment) 형태로 파악된 영구/임시 고용(그림 5-3 참조)
- 교육수준별 고용
- 근로시간(정규/평소, 실제, 지불 등)
- 근로시간 배치
46) 각각의 통계는 국제비교를 위해 산업(ISIC Rev. 4), 직업(ISCO-08), 교육(ISCED97), 고용형태(ICSE-93) 등의 국제표준분류체계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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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관광산업의 고용 : 취업자의 유형
관광산업의 취업자

임금고용

기준기간 중
임금을
목적으로
일을 한 자

자영부문

기준기간 중
일시적으로
일을 하지
않은 자

피용자
(계약직, 임시직, 계절근로자,
재택근무자 등 포함)*

기준기간 중
이윤/가계소득
을 위해 일을
한자

기준기간 중
일시적으로
일을 하지
않은 자영자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계약직, 임시직, 계절근로자,
재택근무자 등 포함)*

주 : * ILO의 경제활동인구 구분기준에 따라 피용자 또는 자영자로 구분
[그림 5-3] 관광부문의 취업자수, 일자리수, 근로시간, 풀타임동등 고용 간 관계
기준기간 중 관광산업의 취업자

관광산업에서의
단일 일자리

관광산업에서의
복수 일자리
(주요/부차 일자리)

기준기간 중 관광산업의 일자리

피용자 일자리

자영자 일자리

기준기간 중 총 실근로시간
(연차, 휴가, 병가 등 제외)

일자리당 풀타임 평균 실근로시간
(연차, 휴가, 병가 등 제외)

풀타임동등 고용 = 풀타임동등 일자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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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관광산업 통계
가. ｢관광진흥법｣상 분류체계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관광진흥법｣에서 관광사업의 정의와 범
주를 규정하고 있다. 관광진흥법상에 나타난 관광사업에 관한 정의는 “관
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
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정의되며, 세부적으로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
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Box
참조).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정부 및 기관 통계는 이러한 분류방식에
의거하여 작성되고 있다(표 5-4).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한 자(관광진흥법 제2조 제2항)에 한정되기
때문에 관광사업자 통계가 통상적 의미의 관광산업 전체를 포괄하는 것
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나. 통계청의 ‘관광산업 특수분류’
이와는 달리 통계청에서는 별도로 관광산업 특수분류를 제시하고 있다
(부표 8). 관광산업 특수분류는 UNWTO의 1993 관광통계권고안을 반영
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재구성하고 있으며 해당 상품의 특성을
토대로 관광특성 여부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47)
그러나 관광산업 특수분류는 관광특성상품을 조금이라도 산출하는 업
종을 모두 망라하여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상당수 항목이 세세분류 수준
에서도 배타적인 범주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관광부문 통
계를 작성하는 데 그다지 유용하지 않다.48)
47) 산출 측면에서 해당 품목이 세계관광기구에서 정의하는 관광활동의 특성과 일치
하는 경우 ‘특성’으로 표시되어 있다.
48) 류광훈(2003)의 추정 결과, 관광산업 특수분류에 따를 경우 관광산업 고용이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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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개정 2007. 7. 19)>
제2조(정의)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
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ㆍ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
를 제공하는 업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
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
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문화ㆍ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4. 국제회의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세미나ㆍ토론회ㆍ전시회 등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계획ㆍ준비ㆍ
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5. 카지노업 :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ㆍ트럼프ㆍ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
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6.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 : 유기시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
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관광편의시설업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
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
②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년 현재 354만 명에 달해 전체 고용의 2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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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우리나라 관광사업체의 구분과 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대분류)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
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
시설업

전체

구분
(소분류)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일반여행업
소계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소계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소계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소계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사진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펜션업
관광극장유흥업
관광궤도(삭도)업
소계

2000

2004

2008

2,818
3,000
537
6,355
463
0
1
19
80
563
16
11
0
9
2
113
151
0
39
39
13
239
78
196
486
0
46
0
806
8,166

4,390
3,641
697
8,728
539
1
1
16
108
665
18
14
0
13
2
123
170
4
123
127
14
207
97
242
754
7
30
0
12
1,142
11,053

5,329
3,616
705
9,650
610
0
1
44
160
815
38
18
0
7
2
117
182
7
155
162
17
217
77
197
1,532
12
20
0
152
171
6
2,167
13,21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지식정보시스템(http://stat.tour.go.kr/).

증가율
(2000∼08)
8.3
2.4
3.5
5.4
3.5
0.0
11.1
9.1
4.7
11.4
6.3
-3.1
0.0
0.4
2.4
18.8
19.5
3.4
-1.2
-0.2
0.1
15.4
-9.9
13.2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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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분류체계
한편, 연구자들의 연구 목적과 필요에 의해 별도의 분류체계가 제시되
거나 사용되기도 하였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한국관광위성계성49) 작성 과정에서 관광산업의
공급 측면, 즉 생산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요 측면의 관광비를 추계한
후 산업연관 모형을 이용하여 생산구조를 간접적으로 추계하였는데, 이
때 부가가치, 고용, 고정자본 형성 등을 대상으로 공급 측면의 관광비율
(supply side tourism ratio)을 추정한 후 관광 비율이 높은 산업들을 제시
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범위를 제시하였다(표 5-5).
<표 5-5> 관광위성계성을 이용한 관광산업 분류
순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고정자본형성 구성비
60. 운수 및 보관
59. 음식점 및 숙박
71. 공공자본(분류불명)
69. 문화오락서비스
70. 기타 서비스
68. 의료․보건 및 사회
359. 부동산임대
134. 도소매
보장
393. 기타오락서비스
138. 도로운송
1. 작물
1. 벼
6. 축산
61. 통신
340. 육상운수보조서비스 141. 운수보조서비스
63. 금융 및 보험
5. 채소
144. 기타 운수관련서비스 19. 의복 및 장신품
366. 기계장비 및 용품임대 44. 직물제 의복 및 장신품 50. 자동차
330. 소매
4. 기타 식용작물
29. 화학섬유
329. 도매
154. 기타 사업서비스
24. 인쇄, 출판 및 복제
142. 등유
140. 항공운송
67. 교육 및 연구
143. 경유
151. 사업관련전문서비스 18. 섬유사
352. 중앙은행 및 은행예금 150. 부동산
58. 도소매업
취급기관
392. 운동 및 경기관련서비스 147. 금융
15. 음료품
333. 철도여객운송
56. 인쇄, 출판 및 복제 2. 축산
105. 직물제의류
30. 기타 식료품
25. 석탄 및 석유
81. 맥주
9. 기타 임산물
20. 기타 섬유제품
331.
332.
140.
335.
339.

부가가치 구성비
음식점
숙박
휘발유
도로여객운송
항공운송

고용 구성비
135. 음식점
136. 숙박
162. 문화오락서비스
3. 채소 및 과실
1. 벼

자료 : 문화관광부(2005), ｢2004년 한국관광위성계정｣.
49) 국민계정체계(SNA)의 일반적 개념, 분류, 총계 및 각종 표를 관광부문에 적용시
키는 방식으로 거시경제체계와의 구조적인 연계를 가능하게 하는 장점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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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산업연관표상의 관광산업 분류
관광산업 명칭
1. 도소매
(관광쇼핑)
2. 식음료
3. 숙박
4. 여객운송
(관광교통)

5. 운수보조
6. 차량임대업

168부문 분류
(지역산업연관표)
129. 도소매
130.
131.
132.
133.
135.
136.

음식점
숙박
철도운송
도로운송
수상운송
항공운송

비고
- 관광객의 관광기념품 구매, 농산물,
섬유가죽제품 등 유통마진 등이 해당
- 음식점, 유흥음식점, 주점업 등
- 관광숙박업, 호텔업 및 여관업
- 육상운송, 내항운송, 외항운송 등

137. 운수보조서비스 - 여객자동차터미널 주차장 운영업
154. 기타사업서비스 - 일반 및 국외여행업, 여행보조 및 예
약서비스업
- 관광 관련 자동차 임대 등

7. 문화․예술공연 161. 문화서비스
8. 운동경기, 오락유흥 162. 오락서비스

- 영화, 공연, 박물관 연극, 음악
- 경기장 운영, 스포츠서비스, 골프장/스
키장, 게임장, 갬블링 등

자료 : 이강욱(2009),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한 관광산업의 경제 파급효과 분석｣.

또한 이강욱(2009)의 연구에서는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
기 위해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면서 168부문 산업분류체계 내에
서 관광산업을 <표 5-6>과 같이 8개 부문으로 나누어 분석한 바 있다.
라. 본 연구에서의 분류체계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관광산업 분류체계는 IRTS 2008에서 제시되고
있는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Rev.4)를 이용한 관광산업 분류체계(부표 7)
를 토대로 하되, 통계청의 관광산업 특수분류를 참조하여 한국표준산업
분류(KSIC) 세세분류로 항목을 조정한 것이다. 다만, 음식 및 음료 제공
서비스는 세세분류 수준에서도 일반 외식서비스와 관광관련 서비스 여부
를 구별할 수 없어 관광산업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구체적인 관광산업 분
류체계는 <부표 9>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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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고용 현황 및 특성

1. 우리나라 관광사업체의 고용 현황
관광산업의 고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일차적인 자료는 한국문화관
광연구원의 ｢관광사업체기초통계조사｣이다. 이 조사는 2007년에 처음 시
범 조사를 실시한 이래 2008년부터 매년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본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조사 대상은「관광진흥법」에 근거하여 등록, 허가, 신
고, 지정된 사업체이며,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관광사업체의 일반 현황,
종사자수와 구성, 영업 현황 및 사업 실적 등을 파악하고 있다.
2008년 기준으로 전국의 관광사업체수는 11,977개이고 이중 여행업이
8,499개(71.0%), 관광 편의시설업이 2,067개(17.3%)이다. 종사자수로는 이
들 관광사업체에 총 167,175명이 고용되어 있으며, 여행업(54,661명)과 관
광숙박업(53,385명)이 전체 관광사업체 고용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
다(표 5-7). 여행업, 관광 편의시설업 등은 소규모 사업체 위주로 구성되
어 있고, 카지노업과 관광숙박업은 사업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난다.
<표 5-7> 2008년 관광사업체 현황
(단위 : 개소, 명,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전체

사업체수
구성비
8,499
71.0
758
6.3
198
1.7
237
2.0
17
0.1
201
1.7
2,067
17.3
11,977
100.0

종사자수
구성비
54,661
32.7
53,385
31.9
7,909
4.7
7,710
4.6
5,819
3.5
10,865
6.5
26,825
16.0
167,175
100.0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년 기준 관광사업체기초통계조사｣.

사업체당
평균종사자수
6.4
70.4
39.9
32.5
342.3
54.1
13.0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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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2007～08년 중 관광사업체의 종사자수 변동
(단위 : 명)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년 기준 관광사업체기초통계조사｣.

2007∼08년 기간 중 관광사업체의 종사자수는 786명이 줄어 0.5% 감소
하였는데, 관광숙박업과 관광객 이용시설업에서는 종사자수가 증가하였
지만 관광편의시설업(-6,538명)에서 종사자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4).
관광사업체 종사자의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가 94.6%를 차
지하고, 자영자/무급가족종사자와 무급종사자(자원봉사)는 각각 3.3%, 2.2%
를 차지하였다. 임금근로자 중 임시․일용직 근로자 비중은 약 17%에 달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그림 5-5).
업종별로는 소규모 사업체가 주를 이루는 여행업과 관광편의시설업에
서 자영자/무급가족종사자와 무급종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
다. 한편 유원시설업과 관광편의시설업에서 임시․일용직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특히 관광편의시설업에서는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절반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관광사업체의 고용 현황 및 고용 특성은 매우 제한적
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관광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조사 대상은「관광진흥법」에 근거하여 등록, 허가, 신고, 지정된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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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관광사업체 종사자의 고용형태별 구성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9), ｢2008년 기준 관광사업체기초통계조사｣.

만 해당되어 전체 관광부문 사업체를 포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50) 만
약 이전에는 등록하지 않았던 사업체가 새로 관광사업체로 등록하게 되
면 사업체와 종사자수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에도 통계상 고용이 증가
한 것처럼 나타나는 등, 관광산업의 현실을 정확히 포착하는 데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등록 업종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 예로, 관광숙박업(9차 표준산업분류상 5511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현황을 전국사업체조사를 통해 살펴보면 2008년 현재 사업체수는 41,264
개, 종사자수는 138,710명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관광사업체조사에서는
그 일부인 758개 사업체에 종사하는 53,385명만을 포함하고 있어 포괄 범
위가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50) 외국인 관광객을 주 고객으로 하거나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가 주
로 등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국내 관광과 관련된 많은 소규모 업체들이 관광진흥
법상 관광사업체에서 누락되었을 개연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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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고용 현황
｢관광진흥법｣ 상 관광산업 분류는 주로 외국인 관광객을 염두에 둔 개
념이고 등록사업체만을 정책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어 최근 수요가 늘어
나고 있는 국내 관광의 경제적 효과를 적절히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보다 유의미하게 관광부문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전체 관광산
업을 포괄할 수 있는 보다 일반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를 이용하여 관광산업의 고용
규모와 업종별 고용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서 사용된 관광산업 분
류는 앞 절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IRTS 2008을 기초로 KSIC 세세분류를
재구성한 분류체계이다(부표 9 참조). 관광산업 중 음식 및 음료제공 서
비스업은 세세분류 수준에서도 일반 외식서비스와 관광관련 서비스 여부
를 판별할 수 없어 관광산업 범주에서 제외하였다.51) 한편, 관광산업으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관광특성상품을 일부라도 산출하는 업종인 경우 관광
연관산업으로 분류하였다(부표 10).52)
<표 5-8>은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를 보여주고 있
다. 2008년 현재 관광산업에 속하는 사업체는 약 6만 4천개로 전체 사업체
수의 약 2.0%를 차지하며, 종사자수는 약 37.2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3%
를 차지하고 있다.53) 유형별로는 숙박업(13.9만 명)에 가장 많은 취업자가 고
용되어 있고 스포츠․오락서비스업(6.8만 명), 문화서비스업(4.1만 명), 육상
운송업(4.0만 명), 여행서비스업(3.8만 명)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여기에 음식 및 음료제공 서비스업(158만 명)과 기타 관광연관산업(191
만 명)을 포함하면 전체 고용의 약 4분의 1 정도가 정도 차는 있겠지만
관광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51) 음식 및 음료 제공서비스업에서의 고용은 별도의 방법으로 추계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과제로 남겨둔다.
52) 관광산업 특수분류(부표 3)상 특성 항목을 포함하는 업종이면서 관광산업(부표
4)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으로 파악하였다.
53) 이 수치는 WTTC(World Travel & Tourism Council)가 관광위성계정을 사용해
추계한 우리나라 관광산업 고용 비중 2.2%(2008년)와 매우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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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단위 : 개소, 명, %)

1. 숙박업
3. 철도운송업
4. 육상운송업
5. 수상운송업
6. 항공운송업
7. 운송장비 대여업
8. 여행 서비스업
9. 문화 서비스업
10. 스포츠․오락 서비
스업
11. 관광재화 거래업
12. 문화 및 관광 행정
* 관광산업
2. 음식 및 음료 제공
서비스업1)
- 관광연관산업2)
* 관광관련산업 계3)
전체

2007
사업체수 종사자수
40,643
139,012
(1.25)
(0.87)
380
10,819
(0.01)
(0.07)
1,310
31,711
(0.04)
(0.20)
215
2,414
(0.01)
(0.02)
133
16,742
(0.004)
(0.11)
1,922
6,412
(0.06)
(0.04)
8,020
42,610
(0.25)
(0.27)
4,012
38,855
(0.12)
(0.24)
3,058
59,726
(0.09)
(0.37)
4,726
10,955
(0.14)
(0.07)
83
2,425
(0.003)
(0.02)
64,502
361,681
(1.98)
(2.27)
577,258 1,567,414
(17.69)
(9.83)
429,019 1,863,576
(13.15)
(11.69)
1,070,779 3,792,671
(32.82)
(23.79)
3,262,925 15,943,674
(100.0)
(100.0)

2008
사업체수 종사자수
41,264
138,710
(1.26)
(0.85)
321
7,889
(0.01)
(0.05)
1,415
39,663
(0.04)
(0.24)
211
2,590
(0.01)
(0.02)
80
16,428
(0.00)
(0.10)
1,940
6,890
(0.06)
(0.04)
7,668
38,491
(0.23)
(0.24)
4,041
40,546
(0.12)
(0.25)
2,901
67,791
(0.09)
(0.42)
4,442
10,252
(0.14)
(0.06)
71
2,676
(0.00)
(0.02)
64,354
371,926
(1.97)
(2.28)
576,990 1,578,068
(17.67)
(9.69)
434,392 1,907,409
(13.31)
(11.71)
1,075,736 3,857,403
(32.95)
(23.68)
3,264,782 16,288,280
(100.0)
(100.0)

고용변동
[증감률]
-302
[-0.2]
-2,930
[-27.1]
7,952
[25.1]
176
[ 7.3]
-314
[-1.9]
478
[ 7.5]
-4,119
[-9.7]
1,691
[ 4.4]
8,065
[13.5]
-703
[-6.4]
251
[10.4]
10,245
[ 2.8]
10,654
[ 0.7]
43,833
[ 2.4]
64,732
[ 1.7]
344,606
[ 2.2]

주 : ( )은 전 산업 대비 구성비.
1) 전체 음식점 및 주점업(KSIC-9 코드 56) 수치임.
2) 그 외 관광특성상품을 일부라도 산출하는 업종 전체를 포함하는 수치임.
3) 관광산업, 음식 및 음료제공 서비스업, 관광연관산업의 계.
자료 : 통계청(2007․2008), ｢전국사업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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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2007～08년 중 관광산업의 업종별 고용변동
(단위 : 명, %)

주․자료 : 앞의 표와 동일.

한편 2007∼08년 기간 중 관광산업의 고용변동을 살펴보면(그림 5-6),
관광산업 전체로 종사자수가 10,245명이 증가하여 2.8%의 증가율을 보였
는데, 이는 전 산업 평균 고용증가율(2.2%)에 비해 근소하게 높은 수준이
다. 그러나 업종별 편차가 커서 스포츠․오락서비스업(8,065명, 13.5%), 육
상운송업(7,952명, 25.1%), 문화서비스업(1,691명, 4.4%) 등에서는 고용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여행서비스업(-4,119명, -9.7%), 철도운송업
(-2,930명, -27.1%) 등에서는 고용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표 5-9>는 2008년 관광산업의 종사자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성
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관광산업 전체로는 여성 비중이 44.4%로 전 산업
에 비해 여성고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철도․육상․
수상 등의 여객운송업은 종사자 중 남성 비중이 높은 반면, 숙박업, 항공
운송업, 스포츠․오락서비스업, 관광재화 거래업 등에서는 여성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종사자의 고용형태별 분포를 보면, 관광재화 거래업과 숙박업에서 자
영자/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 이들 업종의 영세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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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관광산업의 종사자 구성(2008)
(단위 : %)
성별
남자

고용형태별
여자

자영․
가족

상용

임시․
일용

무급

1. 숙박업

47.3

52.7

45.1

40.2

14.0

0.7

3. 철도운송업

84.8

15.2

0.0

98.0

1.9

0.0

4. 육상운송업

91.7

8.3

0.3

91.0

4.1

4.6

5. 수상운송업

77.1

22.9

3.5

92.5

4.0

0.0

6. 항공운송업

49.3

50.7

0.0

99.8

0.2

0.0

7. 운송장비 대여업

79.8

20.2

3.9

84.2

8.4

3.5

8. 여행 서비스업

52.8

47.2

6.9

84.8

5.1

3.2

9. 문화 서비스업

58.7

41.3

5.2

67.0

21.5

6.3

10. 스포츠․오락서비스업

47.2

52.8

4.4

46.5

26.4

22.8

11. 관광재화 거래업

44.7

55.3

52.2

38.2

8.8

0.7

12. 문화 및 관광 행정

60.3

39.7

0.0

91.7

8.3

0.0

55.6

44.4

20.5

59.7

13.9

6.0

31.7

68.3

52.6

19.3

25.8

2.3

76.9

23.1

21.2

61.3

10.2

7.3

56.3

43.7

34.0

44.0

17.0

5.1

59.2

40.8

21.6

61.2

12.4

4.8

* 관광산업
1)

2. 음식․음료제공 서비스
2)

- 관광연관산업

3)

* 관광관련산업 계
전체

주 : 1) 전체 음식점 및 주점업(KSIC-9 코드 56) 수치임.
2) 그 외 관광특성상품을 일부라도 산출하는 업종 전체를 포함하는 수치임.
3) 관광산업, 음식 및 음료제공 서비스업, 관광연관산업의 계.
자료 : 통계청(2007․2008), ｢전국사업체조사｣.

또한 문화서비스업과 스포츠․오락서비스업에서는 임금근로자 중에서
도 임시․일용직 비중이 높고, 여객운송업, 운송장비 대여업, 여행서비스
업 등은 상용직 비중이 높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관광산업 종사자의 6.0%가 무급종사자로 자원봉사자 비중이 상
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스포츠․오락서비스업에는 무급종
사자의 비중이 23%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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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관광산업 고용의 국제비교

세계여행관광협회(World Travel & Tourism Council, 이하 WTTC)는
관광위성계정을 이용해 매년 전 세계 181개국 관광산업의 GDP와 고용을
추정하고 있는데, 2010년 현재 전 세계 총 GDP의 9.2%, 총 고용의 8.1%
가 관광산업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추산하였다. 관광산업이 직접 산출하
는 부가가치는 총 GDP의 3.2%, 직접고용인원은 총 고용의 2.8%가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54) 여기서는 WTTC 자료를 이용해 국제비교 관점
에서 우리나라 관광산업 고용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관광산업의 고용
2010년 현재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직접고용인원은 약 56만 명(고용의
2.3%)이고, 관광관련 투자, 정부지출 등에 의해 파생되는 고용인원을 포
함하면(경제적 고용) 191만 명(8.0%)이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00년대
초반 관광산업 고용이 감소하였지만 2005∼10년 사이에는 연평균 3.2%로
고용이 증가하여 총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에서 2.3%로 증가하
였다. 경제적 고용도 같은 기간 7.7%에서 8.0%로 증가하였다.
<표 5-10> 한국 관광산업의 고용 추이
(단위 : 천명, %)

직접고용
경제적 고용

1990

1995

2000

2005

2010

448
(2.4)
1,638
(9.0)

465
(2.2)
1,654
(8.1)

495
(2.3)
1,757
(8.3)

478
(2.0)
1,770
(7.7)

561
(2.3)
1,910
(8.0)

주 : ( )안은 총고용 대비 구성비.
자료 : WTTC(2010), “Travel & Tourism Economic Research.”.
54) WTTC(2010), Travel & Tourism Economic Impact 2010.

연평균증감률
2000∼05 2005∼10
-0.7

3.2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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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주요국의 관광산업 고용 비중과 증감률
(단위 : %)

자료 : WTTC, “Travel & Tourism Economic Research.”

[그림 5-7]은 각국의 관광산업 (직접)고용 비중과 2005∼10년 기간 중
연평균 증감률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스(10.0%)에서 관광산업 고용 비중
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스위스(7.8%), 포르투갈(7.5%), 스페인(6.8%)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일랜드(1.8%), 터키(2.0%), 노르웨이(2.0%),
중국(2.1%) 등과 함께 관광산업 고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로 분
류되고 있다. 그러나 고용증가율로 보면 우리나라는 아일랜드, 룩셈부르
크, 스웨덴에 이어 관광산업 고용이 매우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주요 국가들에서 관광산업 고용 비중의 장기 변화추이를 살펴본 것이
[그림 5-8]이다. 관광산업 고용 비중이 매우 높은 국가인 그리스, 스위스,
스페인에서 양상이 사뭇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리스의 경우 2000년대 중
반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으나 2000년대 후반 들어 급감하는 양상
을 보이고, 스위스는 2000년대 중반 주춤했으나 그 후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스페인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오세아니아권인 호주와 뉴질랜드는 1990년대는 증가세를 보였으나 2000
년대는 급격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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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주요국의 관광산업 고용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

자료 : WTTC, “Travel & Tourism Economic Research.”

미국, 일본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서도 1990년대는 증가
세, 2000년대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영국은 유일하게 2000년대
중반 이후 고용 비중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는 1998년 외환위기를 전후로 고용 비중의 상승
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는 고용 비중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왔고 2007
년 이후 들어 증가 양상으로 전환된 것으로 파악된다.

2. 관광산업의 경제적 기여
관광산업의 경제적 기여를 부가가치 측면에서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림 5-9]는 관광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
다. 전반적인 양상은 고용 비중 추이로 살펴본 [그림 5-8]과 비슷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몇 가지 차이점이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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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주요국의 관광산업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

자료 : WTTC, “Travel & Tourism Economic Research.”

우선 고용 비중과 부가가치 비중의 수준에서 차이가 존재하며, 국가별
로 고용 비중이 더 높은 경우도 있고 부가가치 비중이 더 높은 경우도 있
다는 것이다. 예컨대, 그리스와 스페인의 고용 비중에서는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만 부가가치 비중으로 보면 격차가 크게 줄어듦을 볼 수 있다.
또한 고용 비중 추이와 부가가치 비중 추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눈에 띈다. 영국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인데 최근 관광고용
의 비중은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부가가치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
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관광산업의 고용 비중과 부가가치 비중 간에 나타나는 차이에
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노동생산성이다.
고용 비중이 관광산업에 대한 자원 투입 측면을 대표한다면 부가가치
비중은 관광산업에서의 산출 측면을 대표한다. 따라서 고용 비중(  )과
부가가치 비중(  )은 투입과 산출 측면에서의 관광산업의 경제적 비중을
의미하게 되고 그 상대비   /  는 경제 전체의 노동생산성과 비교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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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업의 상대생산성이 된다.

     



















여기서 Y, L, P는 각각 부가가치, 고용, 노동생산성을 의미하며 T는 관
광산업을 나타낸다. 즉 상대생산성이 1보다 크다면 관광산업의 노동생산
성이 경제 전체의 노동생산성보다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지 않다
면 반대의 상황을 의미하게 된다.
[그림 5-10]은 각국의 관광산업의 상대생산성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다. 멕시코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관광산업의 노동생산성은 여타
산업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에서 관광
산업의 상대생산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최근 관광산업의 상대생산성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일본,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관광산업의 상대생산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상대생산성에서 큰
변동이 없다.
[그림 5-10] 주요국의 관광산업 상대생산성의 국제비교

주 : 멕시코(2010년, 2.05)는 그림에서 제외됨.
자료 : WTTC, “Travel & Tourism Economic Research.”

제5장 관광산업의 고용 현황 및 국제비교

169

관광산업의 상대생산성이 낮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 개념이기 때
문에 관광산업의 생산성이 낮아서 발생할 수도 있고 경제 전체의 생산성
이 높아서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일국 내에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주로 관련되는 지표라 할 것이다.
<표 5-11>과 [그림 5-11]은 각국의 관광산업 노동생산성의 절대적 수
준을 비교하고 있다. 노동생산성은 2000년 미국달러 기준으로 환산된 관
광산업 부가가치를 관광산업 종사자수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표 5-11> 주요국의 관광산업 노동생산성의 국제비교(1998∼2010)
(단위 : 2000년 US 1,000$/명)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
캐나다
멕시코
미국
중국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1988
38.8
42.7
47.4
40.9
40.6
39.2
17.2
36.9
43.4
60.2
43.7
13.5
30.0
36.2
38.9
48.3
46.7
47.2
11.3
34.1
18.4
55.7
1.0
58.6
10.8
34.8
23.3

1990
41.0
44.4
49.6
42.1
42.5
38.3
17.2
42.4
44.1
70.0
45.1
16.8
31.1
36.5
38.4
50.8
49.2
46.0
11.3
33.8
18.4
56.9
1.0
62.2
11.7
33.1
23.5

1995
42.2
47.3
55.1
47.8
44.9
42.8
18.9
48.0
49.4
77.2
49.2
19.8
34.6
47.4
44.8
48.0
62.0
46.0
12.8
36.0
15.1
61.3
1.4
62.4
15.1
36.9
24.4

2000
46.0
51.8
59.7
52.0
47.7
46.5
19.7
57.6
50.7
85.1
55.4
19.8
34.9
54.7
50.1
57.8
60.4
47.8
20.0
39.2
16.5
68.3
2.1
65.3
18.0
39.8
26.4

자료 : WTTC, “Travel & Tourism Economic Research.”

2005
47.3
54.3
61.2
58.3
50.3
46.1
23.3
63.4
46.2
88.2
58.6
18.2
31.8
62.7
50.7
69.0
63.4
48.7
32.0
41.9
16.8
75.8
2.9
70.6
20.8
43.3
29.2

2010
49.3
55.0
59.0
61.2
50.6
47.3
25.2
66.9
43.1
88.8
55.6
18.5
33.0
67.4
45.3
66.3
56.7
47.9
34.5
38.6
17.7
79.9
3.8
74.0
23.0
41.4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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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주요국의 관광산업 노동생산성의 국제비교
(단위 : 2000년 US 1,000$/명)

자료 : WTTC, “Travel & Tourism Economic Research.”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관광산업에서는 2010년 현재 근로자 1인당 연간
2만 3천 달러의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대상 국가 중
중국, 멕시코, 포르투갈에 이어 최하위권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일본과 비교하면 30% 수준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대부분의 유
럽 국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즉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노동생산성은 경제 내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
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절대적 수준에서도 노동생산성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관광산업에서 영세자영업이나 임시․일용직 의존도
를 낮추고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화․고급화되는 관광수요에 부
응하는 고부가가치화 전략이 요구된다 하겠다.

제4절 소 결

이 장에서는 세계관광기구(UNWTO)가 새로 정비한 2008 국제관광통
계권고안(IRTS)의 관광산업 정의와 분류체계를 토대로 우리나라 관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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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및 관광고용 통계의 작성기준을 제시하고 기초적인 관광고용 현황 및
추이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세계여행관광협회(WTTC)가 추계하는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관광고용의 규모와 경제적 기여를 측정, 분석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관광산업 통계는 관광진흥법에 기초하여 작성되고 있는
데,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한 자
로 한정되기 때문에 관광사업자 통계가 통상적 의미의 관광산업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따르면 관
광숙박업의 경우 포괄 범위가 4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
되고 있다.
현재 방식의 관광사업자 통계는 고용 측면에서 지표로 활용하는 데 특
히 심각한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이전에 등록하지 않았던 사업
체가 새로 관광사업체로 등록하게 되면 고용에는 변동이 없어도 통계상
고용이 증가한 것처럼 나타나게 된다. 등록 업종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마
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을 염두에 둔 분류체계로 인해 최근 수요가 늘어나
고 있는 국내 관광의 경제적 효과를 적절히 포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지적될 수 있다.
보다 유의미한 관광부문 통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전체 관광산업을
포괄할 수 있는 보다 일반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광산업
분류체계 및 조사 방식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관광산업 특수분류도 유용성이 떨어지기는 마찬가지다. 관광특
성상품을 조금이라도 산출하는 업종을 모두 망라하여 지나치게 광범위하
고 상당수 항목이 세세분류 수준에서도 배타적인 범주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로 관광부문 통계를 작성하는 데 그다지 유용하지 않다.
관광특성의 재화 및 서비스 산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만을 고려
하거나 보다 엄밀하게는 개별 업종별로 관광부문의 지출/수요 또는 산출
비중을 가중치로 고려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정보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분적으로 이러한 접근 방식의 유용성을 점검한
의미도 가진다.

172

고용구조 선진화를 위한 서비스산업의 일자리창출 역량제고 방안(Ⅱ)

제6장

관광산업의 산업적 특성과 발전 전망

제1절 관광산업의 분류 및 동향

1. 정의 및 분류
가장 초기에 이루어진 관광산업에 대한 정의 중 하나가 관광에 관한
유엔회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는 관
광산업이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외래방문객 및 국내 여행자들에
의하여 소비되는 관광의 산업 및 상업적인 활동의 총합으로 정의한다. 산
업 및 상업적인 관광활동에는 상용 여객 교통수단, 여행사, 투어 오퍼레
이터(tour operator), 숙박 및 식음료, 레크리에이션 및 관광매력물, 토산
품 제조업, 관광산업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정부기구 등이 포함된다.
미국 과학 및 교통 상원위원회(US Senate Committee on Commerce,
Science and Transportation) 등도 유엔무역개발회의와 유사한 정의를 내
리고 있다. 관광을 총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교통수단, 재화와 서비스,
숙박시설과 기타 시설물, 계획 및 자원을 제공하는 기업, 조직, 노동이 상
호 연합된 것으로 본다.
학자들에 의한 정의 또한 관광객에 초점을 두고 관광객의 지출과 관련
된 재화와 용역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관광이란 산업과 산업의 사회적
필요에 대한 반응 모두로서 그의 생산물은 관광소비자의 경험과 존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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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욕구와 기대들을 충족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결합된 모든 요소들
을 포함한다고 본다(Powell, 1978)55). 또한 관광객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
한 제품의 개발, 생산, 판매에 종사하는 모든 조직으로 정의한다(Gee, Makens
& Choy, 1989)56).
유엔통계위원회는 ‘관광관련 활동(tourist related activities)’을 국제표
준산업의 하나로 취급함으로써 독자적 부문으로서 관광을 인식하고 있다.
유엔통계위원회는 숙박 및 식음료, 교통, 여행서비스, 레크리에이션 및 문
화 등의 4개 부문으로 먼저 분류하고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 업종
을 예시하고 있다. 부동산 임대업을 포함시키고, 쇼핑활동을 배제시키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UN-WTO(World Tourism Organization)에서는 유엔통계위원회
와 공동으로 작성한 관광산업에 대한 표준산업분류(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of Tourism Activities : SICTA)를 기준으로 관광산업 또는
관광경제․활동을 분류하고 있다.
<표 6-1> 유엔통계위원회의 관광산업 분류
관광부문
숙박․식음료

관광관련 산업
숙박 및 음식점
육상교통

교통

수상교통
항공교통
여행알선 및 운송관련 서비스

여행서비스

부동산 임대업
장비 임대

레크리에이션 및
문화

레크리에이션, 문화 및 스포츠활동

자료 : UN(1994), “Recommendations on Tourism Statistics.”
55) Powell J.(1978), Report of the Tourism Section Consultative Task Force,
Department of Industry, Trade and Commerce, Ottawa.
56) Gee C. Y., Choy D. J. L. and Makens J. C.(1984), The Travel Industry, AVI
Publishing Com, Westport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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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UN-WTO 관광산업 분류

세부 산업

숙박

5510-1.
5510-2.
5510-3.
5510-4.
5510-5.
5510-9.

호텔 및 모텔(식당 포함)
호텔 및 모텔(식당미포함
호스텔
캠핑지
건강 관련 숙박시설
기타 숙박시설

식음료

5520-1.
5520-2.
5520-3.
5520-4.
5520-5.
5520-6.

주점업
레스토랑
패스트푸드 음식점 및 구내식당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간이음식점업
나이트클럽 및 식당 겸용 공연장

여객운송

6010-1.
6010-2.
6021-1.
6021-3.
6021-4.
6022-1.
6022-2.
6022-3.
6022-4.
6022-5.
6120-1.
6120-2.
6120-3.
6110-1.
6210-1.
6220-1.

철도 운송업
관광철도 운송업
시외버스 운송업
시내버스 운송업
특수 정기 운송업
택시 운송업
소형차 운송업
지역관광 운송업
전세버스 운송업
인력 및 동물 운송업
수상 운송업(승객)
수상 운송업(관광용)
수상택시 운송업
수상 운송업(유람선)
정기항공 운송업
비정기항공 운송업

운수보조

6303-1. 육상 운수보조업
6303-2. 수상 운수보조업
6303-3. 항공 운수보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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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의 계속

세부 산업

차량임대

6110-2.
622-2.
7111-1.
7111-2.
7111-3.
7113-1.
7130-2.
7130-3.

선박 임대업
항공기 임대업
자동차 임대업
오토바이 임대업
캠핑카 임대업
전세항공기 임대업
말 임대업
자전거 임대업

여행업

6304-1.
6304-2.
6304-3.
6304-4.

여행업(여행 안내)
여행업(패키지 투어 등)
여행업(발권 관련)
여행객 가이드

운동․경기

9241-1.
9241-2.
9241-3.
9241-4.
9249-2.
9249-5.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수렵관련 운영업
기타 스포츠활동 관련 운영업
낚시 관련 운영업
스키용품 운영업

문화공연

9231. 도서관 운영업
9232-1. 박물관 운영업
9232-2. 역사관 운영업
9233-1. 동․식물원 운영업
9233-2. 자연보호 관련업
9249-1. 공원 및 해변 레크리에이션 운영업
9249-4. 레크리에이션 공연 운영업
9212. 영화 관련업
9214. 음악, 연극 등 공연 운영업
9215. 문화공연 발권 관련 운영업

오락․유흥

9219-1. 유원지 관련업
9219-2. 기타 오락시설업
9249-3. 카지노 관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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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의 계속

세부 산업

소매

5232-1. 직물 소매업(여행용품)
5232-2. 의류 소매업(여행용품)
5232-3. 가죽 및 신발제품 소매업(여행용품)
5232-4. 여행가방 소매업
5232-5. 기타 여행용품 소매업
5239. 기타 소매업
5239-3. 캠핑 및 하이킹용품 소매업
5239-4. 수렵 및 낚시 관련용품 소매업
5239-5. 사진 관련 소매업
5239-6. 관광기념품 소매업

일본의 관광산업협회에서는 호텔․여관업, 여행업, 운수업, 레크리에이
션업 등으로 관광산업의 범위를 설정․구분하고 있고, 관광학 서적의 경
우에는 호텔․여관업, 여행업, 외식업, 유원지 및 엔터테인먼트업 등 4가
지로 보통 구분하고 있다. 관광백서에서는 여행업, 숙박업, 관광레크리에
이션 시설, 관광 기반시설로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다.
홍콩은 전반적으로 영국 제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관광사업의 분
류도 영국의 분류를 따르고 있다. 영국은 관광사업을 Hotel, Catering(음
식점), Travel(항공사, 여행사), Entertainment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는 법적으로 설정된 것이 아니라 임의적 분류이다.
호주관광산업협회(Australian Travel Industry Association)에 따르면
관광산업을 accommodation, transport carriers, attractions, tour operators
& wholesalers, promotions & distributions, retail services 등으로 구분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법적인 구분이 아니고 자의적인 분류이며 필요
에 따라 변동된다.
우리나라 관광진흥법에 근거한 관광사업의 분류는 <표 6-3>과 같다.
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보면 호텔업(55111), 휴양콘도운영업(55113),
기타 관광숙박시설운영업(55119), 일반 및 국제여행사업(75211), 국내여
행사업(75212),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91210) 정도가 현재 관광진흥
법상의 관광사업과 범위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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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분류
세부업종

기타

국외여행업
여행업

국내여행업
일반여행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관광숙박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호스텔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국제회의업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카지노업
종합유원시설업
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관광편의시설업

제1종종합휴양업, 제2종종합휴양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사진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일반관광유람선업, 크루즈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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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 향
가. 세계 동향
세계관광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2009년에
는 세계경제의 악화 등의 영향으로 880백만 명으로 일시적 감소를 보인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별 비중을 보면 유럽 지역이 전체 국제관광객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52.2%), 다음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20.6%, 미주 지역 15.9%, 아프리카 지역 5.2%, 중동 지역 6% 등으로 나타
난다. 성장률로는 아프리카, 중동 등의 연간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2009년 세계의 지역별 관광수입 규모의 비중은 유럽이 48.5%, 아시
아․태평양 지역 23.9%, 미주 지역 1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관광수입 증가율로는 아시아․태평양, 중동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
으로 나타난다.
<표 6-4> 세계 지역별 국제관광객수와 성장률
(단위 : 백만명, %)
국제관광객수
(백만명)

구성
비율
*

2000 2005 2007 2008 2009
전체
유럽

683

802

901

아메리카

06/05 07/06 08/07 09/08

880

100.0

5.5

6.1

2.0

-4.2

392.2 441.0 485.4 487.2 459.7

52.2

5.0

4.2

0.4

1.8

184 181.2

20.6

8.0

9.7

1.1

5.7

128.9 134.0 143.9 147.8 140.7

15.9

1.9

5.2

2.8

1.0

아시아․태
110.1 153.6 182.0
평양

919

*

2009

성장률

아프리카

26.5

35.4

43.1

44.2

45.6

5.2

11.0

8.9

2.5

6.2

중동

24.9

37.8

46.7

55.6

52.9

6.0

8.2

14.6

19.0

8.8

주 : 2009년은 잠정치.
자료 : UNWTO(2010), 2010 UNWTO Tourism Highl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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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세계의 지역별 국제관광수입액과 성장률
(단위 : %, 십억불)

05/04

성장률
비율
(%)
(%)
06/05 07/06 08/07 09*/08 2009*

세계

3.1

5.3

5.5

1.3

-5.7

100

유럽

1.7

4.2

2.7

-1.2

-6.6

48.5

아시아·태평
4.2
11.1
10.0
4.6
-0.7
23.9
양
미주
4.3
2.1
6.6
4.9 -10.1
19.4
아프리카
10.9
11.3
9.7 -3.5
-4.4
3.4
중동
2.5
3.3
9.4
0.8
-0.9
4.8
주 : 2009년은 잠정치.
자료 : UNWTO(2010), 2010 UNWTO Tourism Highlights.

관광수입
(십억불)
2007 2008 2009*
857

941

852

435.1 473.7 413.0
187.0 208.9 203.7
171.3 188.1 165.2
29.0 30.2 28.9
34.7 39.7 41.2

세계관광기구(UNWTO)는 국제관광시장의 장기 전망에서 2010년 국제
관광객수는 10억 명, 2020년에서 16억 명으로 연평균 4.8%씩 성장할 것으
로 전망한 바 있다(Tourism Highlights, 2008).
[그림 6-1] 세계 국제관광객수 변화 추이와 전망

자료 : UNWTO(2008), Tourism Highlight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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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6> 세계의 관광산업 지표와 예측
(단위 : %, 백만명, 십억달러)
규모
개별관광
3,111
사업관광
819
관광분야에 정부지출
436
관광분야에 자본투자
1,241
관광의 GDP 기여
5,751
관광의 고용기여
235,758

2010년
비중
8.4
1.3
3.8
9.2
9.2
8.1

성장률
1.6
-1.8
2.6
-1.7
0.5
-0.3

규모
5,793
1,589
744
2,757
11,151
303,019

2020년
비중
8.8
1.4
4.0
9.4
9.6
9.2

성장률
4.1
4.3
3.1
5.3
4.4
2.5

자료 : WTTC(2010), “The 2010 Travel & Tourism Economic Research,” Executive
Summary.

관광산업의 세계 GDP 기여도는 5,751십억 달러로 전체 산업의 9.2%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WTTC, 2010). 관광산업으로 인한 고용은 세계
고용의 약 8.1%를 차지하고 있는데 2020년까지 연평균 2.2%씩 성장하여
2020년에는 비중이 9.2%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관광활동 수요의 꾸준한 증가와 더불어 관광산업이 건설과 제조의 촉매
재로 작용하여,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꾸준한 투자가 계속되고 있다.
2010년 1,241십억 달러가 여행․관광 부문에 투자되었고, 2020년까지 약
2.2배로 증가하여 2,757십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나. 국내 동향
2009년 전체 관광여행객수는 17,311,644명으로 전년대비 8.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외국인 입국자는 원화가치 하락을 이용한 일본, 홍콩,
중국인 등의 관광 및 유학연수 증가로 전년에 비해 13.4% 증가한 반면
내국인 출국자는 경기침체 장기화, 환율 상승 등에 따라 전년에 비해
2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바운드 관광시장을 대륙별로 보면 아시아인은 전년대비 19.7% 증가하
여 전체 76.82%를 차지했으며, 미주인은 전년대비 1%, 유럽인은 0.9%의 증
가율을 보였다. 아웃바운드 관광시장은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의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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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7> 관광객 추이
(단위 : 명)
증감률
(%)
6,022,752 6,155,047 6,448,240 6,890,841 7,817,533
13.4
10,080,143 11,609,878 13,324,977 11,996,094 9,494,111 -20.1
16,102,895 17,764,925 19,773,217 18,886,935 17,311,644
-8.3
2005

외국인 입국자수
내국인 출국자수
전체

2006

2007

2008

2009

침체, 실질적인 민간소비의 감소, 환율에 따른 여행 경비의 증가 등의 영
향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관광수지는 2001년부터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2005년 이후 관광수지 적
자폭이 급격히 증가하여 2007년에는 109억 달러 적자에 이르렀다. 2008년
에는 관광수입 증가 및 관광지출 감소로 인하여 적자폭이 줄었고, 2009년
에는 해외여행 수요의 감소로 관광지출이 크게 줄어서 56백만 달러의 흑
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2009년 국내여행 참가자수는 전년대비 16.6% 감소한 약 3,120만 명으
로 나타났으며, 이는 당일 여행 25.4% 감소와 숙박 여행 15.8%가 감소한
결과이다. 국민 국내여행 이동 총량은 연간 국내 숙박여행과 국내 당일여
행을 합한 총일수를 의미하는데, 2009년의 경우 전년대비 당일여행은
24.3%, 숙박여행은 0.6% 감소하여 국민 국내여행 이동 총량은 전년 대비
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8> 관광수지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관광수입
수입액
증감률
6,373
-6.4
5,919
-7.1
5,343
-9.7
6,053
13.3
5,793
-4.3
5,760
-0.6
6,094
5.8
9,719
59.5
9,387
-3.4

관광지출
지출액
증감률
6,547
6.0
9,038
38.0
8,248
-8.7
9,856
19.5
12,025
22.0
14,338
19.2
16,950
18.2
14,581
-14.0
9,332
-36.0

관광수지
수지액
증감률
-174
-1.3
-3,119
16.9
-2,905
-0.1
-3,803
0.3
-6,232
0.6
-8,576
0.4
-10,857
0.3
-4,862
-0.6
5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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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9> 연도별 국민 국내여행 동향
(단위 : 명, 일)
국내여행 참가자수
당일여행

숙박여행

총참가자수

국내여행 이동 총량
당일여행

숙박여행

총량

2005

30,003,805 31,225,594

36,888,642 148,649,882 240,186,915 388,836,797

2006

31,975,212 31,817,115

37,666,721 168,373,799 248,608,262 416,982,061

2007

30,472,456 31,226,028

36,443,445 183,033,025 294,339,235 477,372,260

2008

30,461,915 31,350,952

37,391,314 141,017,187 267,009,002 408,026,189

2009

22,739,816 26,408,910

31,201,294 106,693,142 268,647,522 375,340,664

주 : 2009년을 기점으로 조사 설계 및 총량 추정 방법이 변경되었으므로 결과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함.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09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국내관광의 경향을 보면 건강 및 행복 추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다. 올레
길, 둘레길과 같은 도보여행은 이러한 사회환경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
어 확산되고 있다.
한편, 기존 대중관광과는 달리 마음치유여행, 자연 및 동물생태체험, 지
구역사탐험, 종교여행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환경친화적 개발
과 훼손된 생태계의 보전, 복원을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염두에 둔
녹색․생태관광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환경 인식의 제고, 국민들
의 자연․건강에 대한 관심, 여가 수요의 증대 등에 따라 자연, 지역, 관광
객이 어울릴 수 있는 양질의 관광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가고 있
다. 대관령 양떼목장,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등의 인기가 그것이다.
또한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에 만족하기보다는 새로운 서비스, 제품,
맛 등을 직접 경험하기를 원하는 체험적 소비자인 트라이슈머(try-sumer)
의 등장으로 관광 분야에서도 체험관광이 주목을 받고 있다. 관광수요 다
양화와 관광 행태 다변화 속에서 관광과 타 산업 간 융․복합화를 지향하
는 다양한 관광상품이 출현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의료관광, 템플스테이,
공연관광 등과 같이 산업 간 융․복합된 관광 형태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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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관광산업의 경쟁력

1. 경쟁력의 의미
현재 서비스 사회(service society) 또는 서비스 경제(service economy)
에 살고 있을 뿐 아니라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제에 있어 서비스가 차지하는 규모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새로운 유
형의 서비스가 탄생하고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종래 산업
사회와 비교해 볼 때 새로운 사업, 새로운 형태의 경쟁인 서비스 경쟁과
경영관리 기법상의 변화, 경영상 새로운 조직 등을 요구하는 것이다57).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서비스 경제화가 진행됨에 따라 서비스
업의 육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의 중요성과 함께 강조되는
부분이 경쟁력 강화, 생산성 향상 등인데 관광부문도 서비스업의 한 분
야로서 생산성 향상이 시급한 과제로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생산성은 제조업에 비해 비제조업이 낮고 이러한
현상은 최근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는 비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기도 하나 보다 근원적으로 비제조업에
비해 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제들은 환경보전,
공공성 중시 등 나름대로 목적이 있으므로 그만큼 규제완화가 쉽지 않음
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쟁력, 생산성 향상은 규제완화 외의 부분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경쟁력 제고는 생산함수의 상향 이동을 의미하는데 생산함수의 상향
이동은 경영학적 관점으로 풀이해 보면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이라고 볼
수 있다. 새로운 수익모델은 동일 분야에서의 신제품, 신기술 개발을 지
칭한다고 할 수 있다. IT기술이 제조업뿐만 아니라 유통업, 금융업, 관광
레저업 등, 다양한 업종에 파급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수익모델이 창출되

57) 이유재(2008), 서비스마케팅,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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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은 좋은 예이다.
관광산업은 서비스업이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낮은 생산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경쟁의
제고, 외국인 투자확대, 시장개방, 해외진출 확대, 인적자원의 개발에 의한
서비스 품질 제고, 지식 활용의 제고 등이 정책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2. 경쟁력 수준
비교우위 분석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수는 Vollrath의 현시
선호 비교우위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이다58).
RCAi =

한국 서비스의 수출한국 전체 수출
세계 서비스의 수출세계 전체 수출

현시선호 비교우위지수(RCA)는 세계 전체 수출시장에서 특정 서비스
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과 특정국의 수출에서 동 서비스 수출이 차지하
는 비중 사이의 비율로, 특정 상품의 비교우위를 판단하는 척도로 쓰이며
이 지수가 1보다 크면 비교우위가 있다고 판단된다. 현시비교우위지수는
단순히 수출액의 비중만을 통해 경쟁력을 측정하므로 관광의 국제경쟁력
을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하는 단점은 있지만 현재 다른 경쟁력 측정지표
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하면서도 명료하게 경쟁력 수준을 보여주는 장점
을 가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경쟁력은 1996년 0.77에서 2000년에
는 0.76으로, 2004년에는 0.72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여행서비
스 RCA지수는 1998년 0.70, 2000년 0.56, 2002년 0.52, 2004년 0.34 등으로
지속적으로 수치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59). 2005년 이후에는 0.3 수
준에서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2008년부터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58) Vollrath, T.(1991), “A Theoretical Evaluation of Alternative Trade Intensity
Measures of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s,” Wellwirtschaflliched Archiv 130.
59) 대한상공회의소(2006),『경제적 관점에서 본 한류의 허와 실』; IMF(2005), Balace
of Payment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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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lrath의 현시선호 비교우위지수는 수입액에 상관없이 수출액만을
기준으로 RCA를 계산한다는 약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서는 Ferto and Hubbard60)의 RCA 개념이 사용되어야 한다. 이 개념에
의하면 i산업의 현시선호 비교우위지수는 ‘RXA - RMA’에 의해 구해진
다. RXA는 Vollrath의 RCA와 동일한 것이고 RMA는 수입액 기준으로
측정한 것이다
RXAi =

한국 서비스의 수출한국 전체 수출
세계 서비스의 수출세계 전체 수출

RMAi =

한국 서비스의 수출한국 전체 수출
세계 서비스의 수출세계 전체 수출

Vollrath의 RCA지수에서는 지수가 1보다 큰 업종이 비교우위가 있는
업종이고 1보다 작은 업종이 비교열위가 있는 업종인 반면, Ferto and
Hubbard의 RCA지수에서는 지수가 0보다 큰 업종이 비교우위가 있는
업종이 된다. Ferto and Hubbard RCA지수로 보더라도 관광산업은
2000년 0.039, 2002년 -0.343, 2004년 -0.780 등으로 2000년대 들어 RCA
지수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다61). 하지만 그나마 2008년부터는
다소 호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
<표 6-10> 현시선호 비교우위지수 계산 결과
2005

2006

2007

2008

2009

0.31

0.29

0.27

0.36

0.35

RCA

-0.69

-0.81

-0.83

-0.39

-0.25

RXA

0.31

0.29

0.27

0.36

0.35

RMA

1.00

1.10

1.10

0.75

0.60

Vollrath의
RCA
F&H

60) Ferto, I. and L. J. Hubbard(2003),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and Competitiveness in Hungarian Agri-Food Sectors,” World Economy
26(2).
61) 조현승(2008),「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수출경쟁력 분석-현시비교우위지수를 중
심으로」,『KIET산업경제』, 산업연구원, pp.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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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비교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평가지표에 의한 종합적 평가자료
를 살펴보면,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2009년 한국의 관
광산업 경쟁력 지수(The Travel & Tourism Competitiveness Index)를 측
정하였는데 우리나라는 평점 4.72로 133개국 중 31위로 평가된 바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관광경쟁력 지수는 규제체계(T&T regulatory
framework), 사업환경 기반시설(T&T business environment and
infrastructure), 인력․문화․자연 자원(T&T human, cultural, and
natural resources) 등 3개의 하위 카테고리(subindexes)로 분류되며, 각
국의 총점은 3개 카테고리별로 가중치를 두지 않고 단순평균하여 도출한다.
세부적인 14개 지표는 다음과 같다. 규제틀(T&T regulatory framework)에
는 정책규제(Policy rules and regulations), 환경 지속가능성(Environmental
sustainability), 안전 및 보안(Safety and security), 건강 위생(Health and
hygiene), 관광정책 우선순위(Prioritization of Travel & Tourism) 등의
하위 지표가 포함되어 있고, 사업환경 기반(T&T business environment
and infrastructure)은 항공인프라(Air transport infrastructure), 육상교통
(Ground transport infrastructure), 관광인프라(Tourism infrastructure),
정보화 인프라(ICT infrastructure), 관광가격 경쟁력(Price competitiveness
in the T&T industry) 등의 하위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인력․문화․자
연환경(T&T human, cultural, and natural resources)은 인적자원(Human
resources), 외국인 친밀성(Affinity for Travel & Tourism), 자연자원
(Natural resources), 문화자원(Cultural resources) 등의 하위 지표로 구
성되어 있다.
평가는 국가별 계량수치 자료와 관광업계 전문가들의 설문조사(World
Economic Forum’s Annual Executive Opinion Survey) 결과 자료를 바
탕으로 이루어진다. 계량 데이터는 IATA, IUCN, UNWTO, WTTC,
UNCTAD, UNESCO 등 국제기구 및 관광기구 등을 통해 수치를 확보한
다. 설문조사는 실제 투자를 결정하는 경제 각계의 CEO와 경제 전문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데 주로 질적 성격의 제도․사업환경, 자연환경의
품질(quality) 등에 대한 평가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평점 부여를 위한 측정은 7점 척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설문조사는 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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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로 이루어지므로 그대로 사용하면 되지만 계량 데이터는 항목별 국
가의 데이터를 7점 기준으로 환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7점 기준으로
환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측정 국가의 수치  최저치
6×    +1
최고치  최저치

교통사고건수, 연료비 가격 수준 등과 같이 수치가 낮을수록 긍정적이
라고 볼 수 있는 부적정인 지표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측정 국가의 수치  최저치
-6×   +7
최고치  최저치

이러한 지표, 자료,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관광경쟁력 지수 평가 결
과 2009년에는 2008년에 이어 스위스가 관광경쟁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구․미주 국가들의 평점, 순위가 다른 대륙,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아시아 지역 국가 등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들의 경쟁력평
가 결과를 살펴보면, 싱가포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
되었고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은 우리나라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6-11> 세계경제포럼의 관광경쟁력 평가 결과(선진국)

스위스

프랑스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순 점 순 점 순 점 순 점 순 점 순 점
위 수 위 수 위 수 위 수 위 수 위 수
전체

1 5.68 4 5.34 11 5.22 8 5.28 5 5.32 9 5.24

규제틀

1 60.1 8 5.67 28 5.29 57 4.70 23 5.41 27 5.31

사업환경 기반

1 5.49 7 5.22 11 5.07 2 5.47 4 5.36 15 5.01

인력․문화․자연
환경

2 5.54 11 5.13 6 5.30 1 5.67 10 5.19 3 5.42

자료 : World Economic Forum(2009), The Travel & Tourism Competitiveness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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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2> 세계경제포럼의 관광경쟁력 평가 결과(경쟁국가)
한국
순
위
전체

점
수

일본
순
위

점
수

싱가포르
순
위

점
수

중국
순
위

점
수

태국
순
위

점
수

말레
이시아
순 점
위 수

31 4.72 25 4.91 10 5.24 47 4.33 39 4.45 32 4.71

규제틀

41 5.06 40 5.10

6

5.77 88 4.24 70 4.46 42 5.03

사업환경 기반

35 4.45 20 4.83

5

5.25 59 3.73 40 4.14 38 4.24

인력․문화․자연
환경

26 4.64 15 4.81 23 4.69 12 5.01 19 4.74 14 4.86

자료 : World Economic Forum(2009), The Travel & Tourism Competitiveness
Report 2009.
<표 6-13> 우리나라의 세부지표별 평가 결과

순위

점수

31

4.72

규제틀

41

5.06

1.
2.
3.
4.
5.

34
55
71
37
52

5.03
4.67
5.10
5.84
4.67

35

4.45

항공인프라
육상교통
관광인프라
정보화인프라
관광 가격경쟁력

39
15
71
8
102

3.98
5.49
3.17
5.47
4.14

인력․문화․자연환경

26

4.64

19
114
91
13

5.68
4.32
2.78
5.79

전 체

정책규제
환경 지속가능성
안전 및 보안
건강 위생
관광정책 우선순위

사업환경 기반
1.
2.
3.
4.
5.

1.
2.
3.
4.

인적자원
외국인 친밀성
자연자원
문화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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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대한 관광경쟁력 평가 결과를 세부 하위 지표별로 살펴보
면, 정보화 인프라, 문화자원, 육상교통 등은 상대적으로 강점이고, 외국
인 친밀성, 관광가격 경쟁력, 자연자원 등은 상대적으로 약점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3. 부가가치 창출 및 생산성
가. 부가가치
2007년 기준「관광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의하면 관광사업체의 총부
가가치액 총액은 3조 9,686억 300만 원, 순부가가치액 총액은 3조 3,847억
7,900만 원으로 나타난다62). 총부가가치액 총액이 가장 높은 업종은 여행
업으로 1조 617억 6,100만 원이었으며, 관광숙박업(1조 368억 400만 원)이
그 다음으로 높다. 순부가가치액 총액의 경우 여행업이 9,998억 2,500만
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관광숙박업이 8,009억 1,100만 원이다.
<표 6-14> 관광사업체 부가가치액 현황
(단위 : 백만원)
여행업

관광
숙박업

총부가가치액 1,061,761 1,036,804
구성비(%)
순부가가치액
구성비(%)

(26.8)

(26.1

999,825

800,911

(29.5)

(23.7

관광객
이용
시설업

국제
유원
카지노업
회의업
시설업

관광
편의
시설업

합계

130,611 156,149 438,379 454,171 690,728 3,968,603
(3.3)

(3.9)

(11.0)

(11.4)

(17.4)

(100.0)

86,044 146,690 428,949 354,475 567,885 3,384,779
(2.5)

(4.3)

(12.7)

(10.5)

(16.8)

(100.0)

주 : 순부가가치 = 인건비 + 순금융비용 + 세금 + 유보이익 + 임차료.
총부가가치 = 순부가가치 + 감가상각비.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8),『2007년 기준 관광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62) 2010년에 발간된『2008년 기준 관광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서는 부가가치액 항
목이 조사에서 빠져 있어서 2007년 기준 자료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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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부가가치액 총액은 39,686억 원은 2007년 GDP 9,570,130억 원의 약
0.41%에 해당한다. 숙박 및 음식점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2.4%이므로 관
광진흥법상의 관광산업은 부가가치 측면에서 볼 때 숙박 및 음식점업의
약 17%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생산성
생산성은 투입되는 각종 생산요소 중 한 생산요소에 대해서만 정의하
거나 또는 모든 생산요소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다. 부가가치의 생산, 노
동생산성, 총요소생산성 등으로 어떤 산출물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
양한 형태의 생산성이 정의된다. 하지만 보통 생산성이라고 할 때는 주로
노동생산성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노동생산성(labor productivity)은 노동투입량 1단위가 만들어 내는 산
출량(부가가치 또는 총산출)으로 정의된다. 단순히 총생산물을 노동자수
로 나눈 비율로서 노동의 평균 생산물(average product of labor; APL)과
같은 개념이다.
APL = Q (Q는 총생산물, L은 노동자수)
L

노동생산성은 실제 측정 단계에서는 산출량에 실질부가가치 또는 산업
생산지수를 대입하고, 노동자수에는 노동투입량으로 노동투입인원×근로
시간을 대입하여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개념으로 계산된다.


노동생산성 = 산출량 실질부가가치 또는 산업생산지수
노동투입량 노동투입인원×근로시간 

서비스업의 경우 생산성의 측정이 상이한 품질, 재고의 부재 등으로 다
소 측정이 어려운 점이 있다. 서비스의 무형성, 노동집약성, 소멸성과 동
시성, 복잡성, 사업의 독립성과 전문가의 관심 부족, 기업규모의 소규모성
등은 서비스업의 생산성 측정을 어렵게 한다.
노동생산성 측정에 앞서 노동생산성이 어떤 요인에 의해 변화되고 있
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유용하다. 노동생산성은 자본의 심화(노동 한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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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자본스탁 증가율의 기여도)와 총요소생산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노동
생산성은 1인당 산출액과 부가가치율(=부가가치/매출액)을 이용하여 표
현할 수 있다. 노동생산성은 매출액 변동, 부가가치율 변동, 취업자 변동
에 의해 묘사될 수 있다. 따라서 산업의 부가가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생산액, 고용구성비 등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동생산성 변화율 =
매출액 변화율 + 부가가치율 변화율 - 취업자 변화율
생산성은 고용규모와는 기본적으로 역의 관계에 있을 수 있다. 정태적
으로 수요가 고정된 상태에서의 노동생산성 향상은 고용의 감소를 의미
한다. 수요 확대, 생산성 향상이 없는 상태에서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
해서는 산출량은 같게 하면서 노동자수를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러므로 고용이 증가하면서 노동생산성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시장 창출이
동반되어야 한다. 생산성 향상에 의한 고용 감소 효과보다 생산성 향상에
의한 시장 창출이 더 크게 나타나야 한다. 생산요소가격의 하락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 아니라 산출량, 부가가치의 증대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되
기 위해서는 창조적 아이디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등에 의하여 추가적
인 생산물 증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2007년 기준 관광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의하면 관광산업의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노동생산성)는 전체 종사자 기준으로 2,270만 원이었고,
상용종사자 기준으로는 3,520만 원이었다. 세부 업종별로는 전체 종사자
기준으로 국제회의업이 5,05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상용종사자 기준으
로는 유원시설업이 6,500만 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63).
이러한 수치는 표준산업분류의 숙박 및 음식점업 8.3백만 원에 비해
서는 월등히 높은 수치이고, 서비스업 평균 23.0백만 원에 근접하는 것
이다. 이를 바탕으로 일반숙박업에 비해 관광호텔업은 생산성이 높고
관광업종으로 전환해 갈 경우 생산성을 보다 높여갈 수 있다는 점을 추
정해 볼 수 있다.
63) 2010년에 발간된「2008년 기준 관광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서는 노동생산성 항
목이 조사에서 빠져 있어서 2007년 기준 자료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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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5> 관광산업의 노동생산성
(단위 : 백만원)

여행 관광숙
업
박업
전체종사자
22.0
기준
상용종사자
32.2
기준

관광객
관광
국제 카지노 유원
이용
편의 전체
회의업 업 시설업
시설업
시설업

23.3

24.7

50.5

26.7

27.7

21.3

22.7

30.7

36.0

53.7

31.8

65.0

44.3

35.2

주 : 관광숙박업은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으로 761개 사업체 전수조사.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8),『2007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보고서』.

또한 관광사업체 중에서도 규모가 커질수록 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매출액 1,000억 원 이상인 기업, 상장기업, 금감위 등록기업,
업종별 매출액 상위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기업경영분석(한국은행)」
에 의하면 숙박업의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는 2008년 63.80백만 원,
2009년 67.63백만 원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호텔업을 전수조사한「2007
년 기준 관광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수치와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다. 이것은 기업규모에 따라 생산성에 차이가 있다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 기업규모에 따른 생산성 차이는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매출액도
커지지만 저임금노동자와 계절고용자가 감소하는 데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6-16> 연도별 총자산순이익률 비교
(단위 :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호텔업

2.13

0.64

2.62

2.73

3.51

2.06

2.11

2.07

여행업

0.64

1.77

5.11

3.49

4.97

1.87

-1.09

0.45

유원지 및 테마
5.75
파크 운영업

3.65

2.95

2.42

2.55

4.31

4.11

4.56

4.12

6.29

5.77

4.83

5.77

2.59

3.73

전 산업

5.44

주 : 호텔업, 여행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은 한국신용평가정보의 자료이고,
전산업은 한국은행「기업경영분석」에서 자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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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수익성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관광산업은 업종에 관계없이 또한
특정 연도에 국한되지 않고 전 산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나게 되면 기업별로 고용 증가, 기
업의 고용창출 가능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

제3절 관광산업의 특성 및 전망

1. 관광산업의 특성
가. 사업체 및 종사자수
관광진흥법에 근거한 관광사업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것은 외부의 산업을 관광산업으로 편입시킨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관광산업의 성장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바탕으로 볼 때, 관광산업의 종사자수는
153,707명으로 파악되며 여행업, 관광숙박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연도별로 보면 국제회의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종사
자수가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6-17> 우리나라 관광사업체 추이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2005
9,623
701
170
152
17
234
1,205

2006
11,148
731
166
186
16
161
1,365

2007
10,681
697
194
212
16
163
1,805

2008
9,650
815
182
237
16
217
2,167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각 연도.

2009
11,968
838
209
190
17
235
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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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8> 관광사업체 종사자수
(단위 : 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전체

2006
65,616
60,927
7,844
6,233
6,531
11,613
29,562
188,326

2007
54,964
49,560
5,475
7,645
6,045
12,132
39,397
175,217

2008
51,987
49,576
8,594
8,372
5,611
6,003
23,565
153,707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각 연도.

나. 일반 특성
관광산업은 복합서비스산업이다. 관광객의 활동과 관련된 모든 조건,
환경, 시설 등이 관광산업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관광서비스는 관광객의
관광 활동이 여러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숙박, 쇼핑, 관람, 체험 등 다양한
서비스가 융합되는 복합서비스산업의 색채를 띠게 된다.
관광산업은 서비스업의 일종이다. 따라서 서비스업의 특성을 그대로
갖고 있어서 주로 인적자원의 서비스에 의존하고 기술개발 성격은 다소
약하다. 서비스 유형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급변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기
술적 변화 요소가 적기 때문에 산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한다고 보기는 어
렵다. 게다가 성수기와 비수기가 뚜렷하여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는 등
주어진 자연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사업 운영상에서 많은 제약
요인을 갖고 있다. 관광상품의 경우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이 많아 탄력적 경영이 어려운 속성을 지니고 있다.
관광산업은 다른 서비스업의 경우와 같이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하는
다수의 기업이 존재하는 특성이 있다. 즉 불완전 경쟁시장의 성격의 가지
고 있다. 대부분은 규모의 경제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독점이나 과점의 형
태가 아닌 불완전 경쟁 형태를 띠게 된다. 이러한 성격은 필연적으로 여
행업 등 관광사업체의 소규모 및 영세성과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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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 즉 시장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 외에 관광은 국민복지와 관련
하여 공공성을 갖는 부분이 있다. 관광산업은 공공재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 테마파크, 관광호텔, 동․식물원 등은 경합성(rivalry)과 배제성
(exclusiveness)에 따라 공공재와 준공공재, 사유재 사이에 분포한다. 이
처럼 공공재적 성격과 사회적 가치가 크므로 대개 국가가 공급하거나 아
니면 제3자에 의한 공급을 장려․촉진하게 되며, 위락자원의 경우는 사유
재적 성격이 크므로 대개 사적 시장기구에 의해 그 공급이 이루어진다64).
현재 우리나라 관광산업에는 관광호텔, 휴양콘도미니엄, 여행사, 휴양
업체, 테마파크(놀이공원), 국제회의시설, 카지노, 크루즈 등 다양한 업종
또는 시설이 있지만 전체 시장에서의 비중이 높지 않다. 관광산업이 성장
추세에 있다는 인식은 점차적으로 높아가고 있지만 관광산업의 성장성,
수익성 측면에서 시장에서의 평가는 높지 않다. 제조업체만큼의 수익성
이 보장되지 않고 계절적 영향이 높은 약점이 있다. 다만, 안정성과 현금
창출 능력에서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필요한 자본금이 제조업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가 많은 것이 장점이다. 현재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호텔신라, 하나투어, 강원랜드 등을 보면 시장의 이러한
평가를 잘 알 수 있다.
관광산업은 고부가가치이며 특히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
고 있다. 한편으로는 고부가가치라는 것은 관광을 통해 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부가가치와 고용
효과는 여러 차례 투입산출 분석을 통해서 수치상으로 입증되고 있는 사
항이다. 고용창출 효과가 높다는 것은 관광산업이 자본 중심적이기보다
는 노동중심적인 서비스업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기업의 수익 관
점에서 본다면 낮은 임금의 고용을 많이 사용한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
다. 따라서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관광산업의 과제로 남아 있다.

64) 김사헌(1997),『관광경제학신론』, 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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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화 동향 및 전망
가. 변화 동향
관광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업종이 다양해지고 경쟁이 보다 치열해지고
있다. 수요 증가를 바탕으로 산업이 성장하고 있으며 수요 증가는 내수뿐
만 아니라 국제관광객의 증가를 바탕으로 한다. 이러한 증가 추세의 수요
를 충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산업구조가 변화하는 형태를 갖는다. 기술적인 요인은 약하지만 주변 업
종의 기술, 비즈니스 모델과 접목하여 새로운 형태의 업종을 탄생시켜 가
는 것이다.
현재 관광산업은 관광시설의 복합화․정보화․산업화․수요의 세분화
등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분양 및 회원모집 완화, 관광지․관광단지에
의 의료․교육․주거시설 등 복합시설의 입주와 같이 관광시설의 매력성
과 수익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하나의 추세를 이루고 있다. 또한 정보산업
의 발달을 관광과 접목시키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고, 최근 서비스업의
강조로 문화산업과 같이 관광을 산업 측면으로 이해하려는 시각이 높아
지고 있다.
수요 측면에서는 주 5일제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대, 소득의 향상 등으
로 관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체험, 테마 등에 따라 관광 활동이 세
분화(segment)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으로 펀드 등 간접투자 상
품이 개발되고 인기를 끌면서 관광산업에서도 이를 활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아파트 등 주택시설에 비해 수익성이 낮
고 분양 등의 제약이 있어서 자금회수 측면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
에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다.
나. 주요 업종 현황 및 전망
1) 관광호텔
관광호텔은 특급호텔의 경우 초기 투자비용이 300억 원 이상 소요될

제6장 관광산업의 산업적 특성과 발전 전망

197

만큼 대규모 자본이 동원되는 장치산업으로 일반건축물보다 투자 규모가
크고 사업 초기에 토지 및 건축물 등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80% 수
준에 이르고 있다. 사업의 특성상 매출에 한계가 있고 투자자본의 회수 기
간이 장기화되는 특징이 있어 자본회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진다.
우리나라 호텔의 대부분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등이 소유, 운영 목적
으로 투자를 한 것들이 많고 투자수익 수취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 즉 재
무적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호텔은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외
국에서는 미국 81%, 유럽 78%, 호주 27% 등으로 기관투자자 또는 재무
적 투자자가 보유, 운영하고 있는 호텔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다.
2009년 말 현재 관광호텔업의 등록 현황은 전국 621개 업체에 67,171실
로 2008년에 비해 3,017실이 증가되고, 지역별로는 서울이 130개 업체에
22,360실로 총 객실수의 33.3%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산이 50개 업체에
6,449실, 제주가 51개 업체에 6,676실 순으로 등록되어 있다. 등급별로 보
면 특1급이 61개 업체에 21,785실, 특2급이 78개 업체에 13,983실로 전체
의 22.4%에 해당하는 업체에서 객실은 53.2%를 점유함으로써 관광호텔
의 대규모화․고급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주 5일근무제, 휴가분산제 등으
로 인한 체류형 관광의 증가, 소득수준 향상, 여가 시간의 증대로 고급화
된 시설과 서비스를 갖춘 호텔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남에 따라 이에 부
응하기 위해 관광호텔의 대규모화 및 고급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특급호텔 위주의 불균형적 성장이 우리나라의 객실
단가를 높이고 외래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특급호텔과 중저가호텔이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노동집약적인 식음 및 부대시설의 최소화를 통해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있고, 비즈니스 고객을 목표로 하는 객실판매 중심형
호텔의 등장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제적인 스탠다드를 제공하는 비즈니
스호텔(이비스 호텔), 국제적 수준 공항 트랜짓 호텔(인천 하얏트 호텔), 도
심 속 리조트를 표방하는 호텔(메이필드 호텔), 스타일리쉬 호텔(W호텔),
부티크 호텔(파크하얏트 호텔) 등 다양한 테마의 호텔이 등장하고 있다.
관광호텔이 대형화․체인화되면서 중소규모 관광호텔은 장기적 경기
침체에 따른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들어 관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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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의 휴․폐업이 증가하고 있는데 주로 오래된 중소 관광호텔을 중심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 도심의 팽창으로 인한 상권의 이동, 신규 호텔에 대
한 경쟁력 약화 등이 주요 이유이다. 2009년 말 현재 경기도 7개, 대구와
전남이 각각 5개, 경남 4개, 부산, 인천, 전북, 충북, 강원이 각각 2개 등
35개의 호텔이 휴․폐업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체인망을 보유한 전
통적인 대규모 관광호텔은 시장규모 확대를 위한 숙박객 유치경쟁이 심
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여행에서 외래객이 주로
이용한 숙박시설로는 호텔이 77.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친척 또
는 친구집’이 9.5%, ‘유스호스텔/게스트하우스/여관’이 6.4%로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연도별 방한 외래객의 호텔 이용률은 계속적으
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 이용 외에 내국인의 이용을 함께 고려할 경우, 2004년까지는
호텔 이용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5년부터 소
폭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최근 들어 이용자수가 급격하
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특1급, 특2급 호텔의 이용자수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6-19> 연도별 이용 숙박시설
(단위 : %)

2005

2006

2007

2008

2009

호텔

84.2

79.0

75.6

74.8

77.4

친척 또는 친구집

10.9

8.8

9.4

9.8

9.5

8.2

8.4

6.7

6.5

6.4

-

4.6

4.8

5.5

4.2

3.7

3.2

2.8

2.8

2.1

사찰

-

0.3

0.4

0.1

0.1

기타

1.3

0.6

0.4

0.4

0.4

유스호스텔/게스트하우스/ 여관
학교/회사 기숙사/연수원
콘도/펜션/레지던스인

주 : 학교/회사 기숙사/연수원, 사찰은 2005년 조사까지는 기타에 포함되어 조사되
었고, 2006년부터 별도 항목으로 조사되었음.
자료 : 한국관광공사(2010),『외래관광객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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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0> 관광호텔 객실 이용 추세
(단위 : 천명)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특1급
6,568 6,839 7,723 8,094 9,584 8,832 8,353 11,790
특2급
8,495 8,075 6,077 6,045 6,228 6,482 6,267 6,847
1급
7,106 6,747 6,076 5,378 5,558 5,889 6,506 6,764
2급
2,165 2,132 2,092 1,640 1,459 1,493 1,646 1,528
3급
1,092 1,285 1,142 1,233 1,322 1,323 1,210 1,250
전 체 25,426 25,078 23,114 22,392 24,152 24,255 24,487 28,179
주 : 1) 투숙객수에 체류일을 감안한 연숙박객수 개념.
2) 전체 수치는 등급 미정 호텔 포함.
자료 : 한국관광호텔업협회(2010),『관광호텔 운영실적』.

2009
13,663
10,414
7,443
2,103
1,504
35,126

<표 6-21> 등급별 수입 현황(2009년)
(단위 : 천원)
객실
부대시설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특1급
542,097,612
301,469,168
264,489,390
886,948,419
특2급
202,448,467
94,739,535
47,116,955
280,126,843
1급
101,345,343
73,397,168
14,010,673
103,552,482
2급
16,852,584
24,325,684
1,442,340
13,412,118
3급
15,155,007
17,434,407
2,755,024
12,221,797
전체
887,030,589
540,061,003
330,826,482
1,310,165,235
주 : 전체 수치는 등급 미정 호텔 포함.
자료 : 한국관광호텔업협회(2010),『2009년도 관광호텔 운영실적』.

관광호텔의 수입 현황을 등급별로 비교하여 살펴보면, 특급호텔로 갈
수록 외국인 지출 비중이 높아지고 3급호텔로 갈수록 내국인의 지출 비
중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국내 호텔산업은 호텔롯데, 조선호텔, 호텔신라 등의 특1급 호텔들이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부대사업으로 면세점, 음식, 카지노 등의
다양한 사업을 확장하여 부대수입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호
텔들은 호텔 내에 면세점과 오락시설, 화상회의시설까지 갖춤에 따라 내
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치가 용이한 이점을 지니고 있다. 호텔산업은
초기 대규모 시설투자가 요구되므로 이로 인한 진입장벽이 존재하나, 거
의 완전경쟁시장으로서 서비스의 수준 및 시설의 규모 등에 의하여 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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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을 부여받게 되어 등급별로 상품의 가격이 차별화되며, 호텔의 위치
에 따라 영업 형태가 다양해지고 매출의 격차도 발생한다. 건축 초기에
거액의 시설투자 이후 고급 시설을 바탕으로 무형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업종특성상 호텔에 대한 고객의 인지도가 경쟁력의 원천이 된
다. 호텔 인지도를 형성하는 주요 평가 요소인 시설 수준, 서비스 수준,
식음료, 음식, 지리적 입지 등이 영업상 매우 중요하다.
관광호텔의 매출 구성은 크게 객실 부문과 기타 부문으로 구성되는데
객실 부문의 매출 비중이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식음료, 면세점, 피트니
스 클럽 등 기타 매출의 비중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부대시설 수입의
비중은 2003년 60.04%, 2006년 63.15%, 2009년 80%로 증가하는 추세이
다. 호텔의 전통적인 수입원인 객실 판매와 식음료만으로는 수익창출에
한계를 느끼게 됨으로써 이벤트, 자체공연 기획 등 다양한 사업 영역으로
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연회 수입은 각종 부대 매출 중 가장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특1급 호텔을 중심으로 예식장 영업 등을 유치하는 등 연회
부대시설의 판매에 치중하고 있다. 부대 수입에 초점을 둠에 따라 각 호
텔별로 서비스의 차별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고객층 다양화를 통한 안
정적인 고객 확보에 기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 여행업
여행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기술 및 자본이 크게 소요되지 않는 서비
스업이며, 대신 전문화된 인력과 여행 노하우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
하고 그 반대급부로서 수익을 창출해 가는 노동집약적 산업이다. 성수기
와 비수기의 구별이 뚜렷하고 국제정세, 환율, 소득수준 등 외부 환경변
화에 매우 민감하여 탄력적인 수요의 경향을 가지는 산업이다.
여행업 사업체수는 2009년 11,968개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일반여행업 1,003개, 국외여행업 4,547개, 국내여행업 6,418
개로 나타난다. 연도별로 볼 때 여행사 수의 변동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
는데 이를 통해 여행업계의 불안정성을 엿볼 수 있다. 여행업계는 근래
들어 전반적으로 영업환경의 악화되면서 구조조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일반여행업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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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일반 여행업체의 외국인 유치 실적은 3,307,195명으로 전체 방
한 관광객 7,817,533명의 4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행사가
내국인 관광객을 해외로 송출한 실적은 2009년 2,862,726명으로 해외 출
국자의 30.1%를 차지하고 있다.
과거 패키지 일변도의 여행 패턴이 변화하고 고객들의 욕구가 다양화
되면서 개별여행(foreign independent travel)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
문에 새로운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업체들의 다양한 상품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2009년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방한 외래 관광객의 여행 행태
로 개별여행이 62.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단체여행 26.7%, 에어
텔 10.9%의 순으로 나타난다. 전년대비로 살펴보면 개별여행 형태는 3.7%p
감소한 반면 단체여행 행태는 1.2%p, 에어텔 행태는 2.5%p 각각 증가한
것이다.
여행사의 시장점유율을 보면 하나투어, 모두투어. 롯데관광개발, 세중
나모여행 등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하나투어와 모두투
어의 시장점유율은 50%에 육박한다. 기존의 오프라인 영업망에서 온라인
기능까지 갖추고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여행 업체
들이 인수․합병, 해외여행사와의 합작 등을 추진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대형 업체 위주로 여행 업계가 재편되고 있다.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여행
사들의 경우 경영난으로 도산하는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대형여행사
들도 내부 구조조정을 통해 비용절감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자본화 및
대형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시현하고 있어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시
점에서는 상위 업체들을 중심으로 한 업계 재편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표 6-22> 연도별 여행 형태
(단위 :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개별여행

62.1

61.5

60.0

63.8

66.1

62.4

단체여행

30.9

27.4

29.3

28.3

25.5

26.7

7.0

11.1

10.7

7.9

8.4

10.9

에어텔

자료 : 한국관광공사(2010),『외래 관광객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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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한항공이 2010년 1월부터 발권 수수료를 폐지하고, 아시아나항
공은 2011년 4월부터 폐지할 예정이어서 여행 업체는 서비스 수수료
(service fee)의 도입 등 새로운 수익 모델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점
차적으로 국내외 항공사들이 판매 수수료를 완전 폐지할 예정이어서 많
은 소매 여행사들의 경영난이 예상된다. 항공사의 거래선 축소 의지에 따
라 중소형 직판사는 항공권 물량을 간판사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
고 사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화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중소형 여행사
들의 수익구조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이며, 수익구조나 재무구조가 탄
탄하지 않는 대형 직판사도 중소형 직판사와 크게 다르지 않아 상위 업체
들을 중심으로 시장은 재편될 전망이다. 또한 수수료 대신에 서비스 수수
료가 도입되면서 항공권 판매시장에서 제공되는 상품의 개념에 변화가
예상되고 기존의 정형화된 상품 판매에서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
하는 개별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경쟁이 보다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3) 테마파크
대규모 독립적인 테마파크 개발에 소요되는 투자비는 1,000억 원 이상
이며 기타 소프트웨어의 진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추가 투자
가 요구되는 자본집약적인 산업이다. 테마파크는 초기 투자가 막대하고
개장 후에도 관객들을 지속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추가적인 시설 도입
이 필수적이므로 자금 동원력이 뛰어난 대기업이 아니면 운영하기 어려
운 사업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25대 테마파크에 2개가 포함되어 있는데 2008년 입
장객수 기준으로 에버랜드 10위, 롯데월드 20위에 올라 있다. 2005년 홍
콩 디즈니랜드 개장을 시작으로 중국에 유니버셜 스튜디오, 디즈니랜드
등이 건립될 예정이어서 역내 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도쿄 디즈니랜드, 홍콩 디즈니랜드 등 세계 유수 테마파크의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으며, 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해외 유명 테마
파크 건립이 잇달아 추진되고 있다. 지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
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014년까지 유니버셜 스튜디오, 파라마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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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 테마파크 등이 수도권에 들어설 예정이다. 테마파크산업은 대규모
인구 도시를 배후로 하는 것이 특징이어서 현재에도 국내 대규모 테마파
크는 서울․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그 밖에 지방의 경
우에는 10여 곳의 지자체들이 지역의 특산물, 천연자원 등을 활용한 다양
한 테마파크 사업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표 6-23> 주요 지자체의 테마파크사업 추진 계획

지자
테마파크 명
체별
강원 국민안전체험 테 태백시 마파크
강원
한지 테마파크
원주시
전북
물 테마파크
완주군
-

주요 내용
97만 4천㎡ 면적에 2,500억 원을 투자해 2010년 완공
폐광 지역 대체사업으로 추진
2007년 8월 착공, 2009년 6월 완공(142억 원 투자)
2009년부터는 옻, 유리 테마파크를 추가로 조성 계획
대아댐 인근 5만㎡에 60억 원의 사업비 투자, 2010
년 완공 예정
터널식 수족관, 물 스크린, 고공분수, 야생화단지
조성 등

- 17만㎡ 부지에 총 250억 원 투자, 놀이기구 중심의
기존 테마파크에서 벗어나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축제, 공연, 놀이문화 공존
- 3.8만㎡ 부지에 2013년까지 조성 계획
생활도자 테마파
- 생활도자테마공원, 생활공예 체험파크, 관광편의시
크
설, 도자쇼핑센터 등
- 6만5천㎡ 면적에 52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 2011
해양천문 테마파
년까지 완공 예정
크
- 천문대(관측실, 천체투영실), 전시실, 강의실 등 조성
- 인천 청라경제자유구역에 7,846억 원 투입
로봇랜드 인천 - 태권브이타워, 유비쿼터스 체험 등 로봇과 관련된
산학연이 연계된 복합문화공간을 2012년까지 조성
- 26만1천㎡ 면적에 314억 원 투입, 2011년 3월 개장
팜 랜드
- 농촌 휴양서비스와 영농체험이 가능한 그린테라피
공간으로 조성
- 구산해양관광단지 내 100만㎡, 2013년 완공 예정
마산 로봇랜드 - 로봇아일랜드, 에코로봇파크, 로봇킹덤 등 로봇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 조성
- 400만㎡, 사업비 1조 5천억 원, 2011년 완공 예정
제주 신화역사공원 - 영상테마파크, 세계식음문화테마파크, 워터파크, 쇼
핑단지 등

전남
메타 테마파크
담양군
경기
여주군
경기
화성군
인천시
경기
안성시
경남
마산시
제주
서귀포

자료 : 한국레저산업연구소(2010),『레저백서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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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4> 테마파크 연도별 입장객 추이
(단위 : 천명)

에버랜드
롯데월드
서울랜드
우방랜드
한국민속촌
대전꿈돌이랜드
대전오월드
경주월드
금호패밀리랜드
통도환타지아
부곡하와이랜드
전주드림랜드
전체

2005
8,651
5,062
1,896
1,911
1,387
820
822
918
917
867
772
571
24,597

2006
8,343
4,345
1,872
1,751
1,384
910
893
809
801
752
728
574
23,161

2007
8,150
2,409
1,880
1,710
1,388
663
819
810
771
688
687
696
20,671

2008
8,100
4,598
1,894
1,802
1,337
742
986
921
660
435
734
753
22,962

2009
7,820
4,400
1,726
1,506
965
661
950
1,206
625
537
459
801
21,657

주 : 유료입장객 기준이며, 에버랜드는 캐리비안 베이 입장객을 포함한 수치임.
자료 : 한국신용평가정보(2010),『Industry Report-테마파크산업』.

2009년에는 내수경기 침체로 인하여 수도권 4개사와 지방의 8개사 등
12개사의 입장객수는 2,166만 명으로 전년보다 6.4% 감소하였다. 하지만
매년 시장 규모에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장기적으로는 여가시
간 및 자동차 보급의 확대로 테마파크에 대한 수요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
된다.
국내 테마파크산업의 시장점유율은 에버랜드, 롯데월드, 서울랜드가
87%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국내 테마파크산업의 규모는 집계되고 있지
않으나 에버랜드, 롯데월드 등 대표적 업체의 매출액을 감안할 경우 약 6
천억 원 이상의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테마파크의
수익원(源)은 주로 입장료와 놀이기구 이용료, 그 외에 회원권, 자유이용
권, 테마파크 내부에서의 식음료 매출액으로 구성된다. 캐릭터산업의 발
전에 따라서 캐릭터용품 판매량의 증가로 입장객 소비에 따른 수입은 꾸
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타 기업과의 경쟁력 획득을 위한 신규 놀이기구
설치로 인한 비용 증가로 수익률의 급격한 상승은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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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5> 테마파크 시장점유율
(단위 : 백만원, %)

파크명

매출액
353,236
171,407
43,734
15,986
14,631
13,826

에버랜드
롯데월드
서울랜드
우방타워랜드
민속촌
코엑스아쿠아리움

점유율
54.6
26.5
6.7
2.4
2.2
2.1

주 : 2009년 업종 매출액 기준임.
자료 : 한국신용평가정보(2010),『Industry Report-테마파크산업』.

제4절 소 결

관광산업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서비스산업이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관광을 산
업으로 인식하려는 시도는 보다 확대되는 추세이다. 서비스업의 경우와
같이 관광산업이 문제점으로 늘 지적받고 있는 부분이 생산성이 낮고 이
로 인해 국제경쟁력이 낮다는 점이다.
관광사업체의 경쟁력과 보다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은 가격경쟁
력, 인적자원경쟁력, 기술경쟁력 등이 될 것이다. 이것들이 기업이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성격을 지니고 있고 생산성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관광을 산업으로 접근할 경우 산업의 경쟁력이
민간 주도로 강화되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의 차원에서는 생산 지향적 접근 방식으로 경영합리화나 비용절감
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셀프서비스, 아웃소싱,
표준화, 자동화 등 일반적으로 서비스업에 적용되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법들을 관광사업에 도입시켜 가는 것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가격경쟁력, 인적자원경쟁력, 기술경쟁력과 관련된 정책에 우
선순위를 두어야 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은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발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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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생산성은 생산 효율의 증대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한편으로 고
부가가치 상품의 개발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생산성 향상은 부가
가치를 높이는 것이고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같은 원료, 자원을 가지
고도 고부가가치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같은 재화, 용역을 가지고도 상품
화를 잘 함으로써 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으면 부가가치는 높아지고
생산성도 향상된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 기술, 품질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노동생산성 향상은 혁신(innovation)과 시장 활성화를 통해 가능하다.
혁신은 생산 능력을 확대시키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기업
의 혁신은 새로운 상품의 생산, 새로운 생산 방법의 도입, 새로운 시장의
개척, 새로운 자원의 발견, 새로운 경영기법의 도입 등을 뜻한다. 미시적
인 관점에서의 혁신은 기존의 서비스 상품을 새롭게 발전시키거나 새로
운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시장을 창출하는 역할을 한다. 혁신의 원천은
연구개발(R&D)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기술적 혁신, 즉 서비스 프로세
스의 개선, 마케팅 혁신, 조직 혁신, 경영 혁신 등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
또 다른 혁신의 원천은 서비스 인력이다. 제조업 혁신과는 달리 서비스
혁신은 무형의 특성으로 서비스 생성과 전달 과정에 있어서 인력자원의
역할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서비스 혁신은 우수한 서비스 인력을
바탕으로 한 기술혁신과 비기술적 혁신이 함께 수행되어야 한다. 근로자
의 능력,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 인적자본(human capital)에 대
한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어떤 의미에서는 생산기술의 발전에 의해 성장하
기 보다는 시장의 창출 및 확장에 의해 발전하는 측면이 있다. 시장의 확
대를 위해서는 일정 정도 정부의 역할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새로운 비
즈니스 모델의 창출, 지속적인 규제완화 등을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비즈니스 모델은 근본적으로 기업에서 만들어 가야 할 성격의 것이
지만 정책적으로 벤처지원, 창업촉진 등을 통해 활성화시켜 갈 수 있다.
현황을 바탕으로 본다면 관광산업은 현재 전문화․차별화․고가화 등
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측면이 있다. 관광사업은 형태가 큰 변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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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정하고 관광사업체 스스로도 그리고 외부에서도 변화 없는 산업으
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기초적인 서비스의 제공에만 머물러 있는 측면
이 있다. 하지만 앞으로의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여행업의 경우, 현행과 같은 짜여진 여행 시스템
에서 탈피하여 개인별 맞춤형 시스템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여행사도
사업 서비스업과 같이 여행에 관한 자문을 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형태로 변해가야 한다. 고객에게 책임 있는 서비스를 통해 부가가치 창출
능력을 높여 가야 한다. 특히 항공 발권 수수료를 폐지할 계획으로 있는
현 시점에서는 더욱 그렇다.
관광사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법으로는 자영업 부문의 기업화, 경
쟁의 촉진, 기업간 공동 인력관리, 공동 마케팅, 전략적 제휴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영세한 기업 위주의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는 자본과 선진적 경영 노하우를 지닌 대규모 서비스 전문기업의 출현이
필요하다. 선진국의 경우 중소규모의 호텔과 레스토랑이 전국 단위의 전
략적 제휴를 통해 체인화를 성공시키고 있다. 이는 브랜드 및 상품 구성,
서비스 표준의 공유, 공동 마케팅, 공동 고객관리, 통합 구매 등을 가능하
게 하여 비용절감, 매출 및 수익의 제고 등 고부가가치화를 실현시켜 준
다. 관광산업도 서비스업의 기업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 정부가 시장의 경쟁환경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외국 기업의
유치 확대,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투자 활성화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산
업은 외국에의 개방과 외국 기업과의 경쟁을 통해 보다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해외투자가 현재 증가 추세에 있는 가운데 기술습
득, 시장개척을 통한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는 장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무분별한 해외진출은 국내 산업의 공동화(空洞化)와
투자 부진을 초래할 수 있지만 과도한 정도가 아니면 어느 정도 해외투자
와 외자유치가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 현대의 흐름이다. 해외투자를 통해
선진기술의 습득, 기업의 국제화 향상, 국내 기업의 경쟁력 향상, 사업의
확장, 해외사업 기회의 활용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관광산업은 고용이 시계열적으로 급증하거나 변동이 큰 분야는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관광산업이 성장 전망이 높고 고용창출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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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높은 산업이지만 고용 측면에서 보면 관광산업은 매력적으로 간주
되지 않으며 오히려 낮게 평가되는 측면을 갖는다. 또한 고용의 질(job
quality) 측면에서는 다소 문제를 안고 있고 그만큼 취업 희망자들에게 크
게 인기 있는 분야는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제조업 등에 비해서는 생산성
의 차이가 나는 만큼 다소 고용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로 확인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냉철한 인식 없이 막연하게 경기 회복과 같이 외
부 변수에 의해서 고용 사정이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공허할 수
있다.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관광산업의 과제로 남아 있다. 하지
만 고용의 질을 높이는 부분은 기업경영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부분
이어서 국가에서 쉽게 접근하기 힘든 성격을 지니고 있고 경영 간섭으로
비쳐질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근로조건의 개선, 고용안정, 근로자의 삶
의 질 향상은 노동조합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으로 국가에서
개입하는 데에는 한계를 지닌다. 외국의 경우에도 고용의 질 실태를 파악
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교육훈련 외에는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
다. 따라서 개별 기업에 초점을 둔 접근으로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관광 종사자에 대해 복리후생의 증진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
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관광산업의 경쟁력, 생산성 측정과 관련해서는 보다 세밀한 고
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자료의 부족으로 관광산업의 세
부 경쟁력이 어느 정도이고, 산업의 성장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미시적으로는 관광사업체의 경영상태, 고용 현황,
서비스 품질의 정도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 관광호텔, 리조트 등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실무선에서 느끼는
정성적인 경험을 제외하면 계량적인 자료나 별 다른 연구가 없는 실정이
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후속적인 조사와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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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관광산업의 업종별 고용변화와 직업의 특성

제1절 머리말

소득수준과 여가활용의 증대에 따라 관광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면서 관
광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산업으로
부각되어 왔다. 실제로 2000년대 들어서 관광산업의 고용이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관광산업이 철도운송업, 호텔콘
도업, 여행서비스업과 같이, 운송과 숙박, 여행, 문화산업 전반에 걸쳐 있
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관광 관련 업종이 다양한 만큼 관광 관련 직업
도 다양하기 때문에, 관광산업의 일자리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세부
업종이나 직업별로 일자리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관광산업의 업종별 다양성을 고려하여 업종별 고용변화를
살펴보는 한편, 업종별 대표 직업의 고용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관광
산업 관련 직업의 고용전망을 살펴보았다.
첫째, 2007～2008년 통계청의 서비스업 조사를 사용하여 관광산업의
업종별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어떤
업종에서 고용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였으며, 업종별 고용변화가 어떤 종
사상 지위를 중심으로 나타났는가를 살펴보았다.
둘째,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 DB를 통해서 업종별로 피보험자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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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고용보험 순취득자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고용보험 사
각지대에 속하는 자영업자와 적지 않은 비정규직이 제외되므로, 관광산
업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고용의 추이를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또한 고용보험 취득자와 상실자를 고려한 순취득자의 증감을 분석함
으로써 실제 고용증감이 어떤 업종에 집중되어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셋째, 한국고용정보원의 ｢산업 및 직업별 고용구조 조사(2008)｣ 자료를
사용하여 관광 관련 직업의 고용 특성을 살펴보았다. 특히 관광산업의 대
표적인 직업이라 볼 수 있는 여행 관련 직업이 다른 직업에 비교할 때 어
떤 고용 특성을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넷째,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직업전망 결과를 이용하여 관광 관련 대
표 직업에 대한 정성적 전망을 개관하는 한편, 고용증가 예상 직업과 고
용감소 예상 직업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사용한 관광산업의 업종별 분류는 기본적으로 제5장에서 사
용한 재분류 기준에 의거한 것이다.65) 그러나 이러한 기준에 의거하여 산
업 세세분류별 시계열 고용 자료를 구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혀
둔다. 통계청의 서비스업조사와 같은 자료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관광산
업 분류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한편, 이를 충족하는 자료의 경우에도
2007년 산업분류의 개정으로 인하여 2008년 전후의 고용추이를 분석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내용에 따라 다양
한 자료를 이용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으며, 시계열 고용추이도
2004∼2007년의 고용변화와 2008∼2009년의 고용변화를 분리하여 살펴
보는 방식을 취했다. 이로 인하여 산업분류의 변화 시점과 2008년 경제위
기가 고용에 미친 영향이 중첩되어 나타날 수 있으나, 관광산업 대표 업
종의 고용추세를 살펴보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된다. 그 외 자료 분
석에서는 관광산업의 대표 직업을 선정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취했다.

65) 제5장 제2절 및 <부표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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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관광산업의 업종별 사업체와 종사자의 변화

이 절에서는 관광산업의 업종별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변화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계청의 서비스업조사66)는 1988년부터 공개되고
있으나, 산업분류의 개정으로 인해서 이전 연도와 단절이 있기 때문에 여기
에서는 2007년과 2008년 사이의 고용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67)
<표 7-1>은 두 해 사이에 관광산업의 업종별 사업체수와 종업원수의
변화를 보여준다. 관광산업의 대표 업종인 여행사 및 기타 예약서비스업
에서는 사업체수와 종사자수가 모두 감소하고 있는 반면, 문화서비스업
과 스포츠 및 오락서비스업에서는 세부 업종별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사
업체수와 종사자수가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여행사 및 기타 예약서비스업에 속하는 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에서 사
업체수와 종업원수가 크게 감소하였는데, 사업체수는 -4.0%, 종사자수는
-15.6% 감소하였다. 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은 여행 관련업에서 가장 사
업체수가 많고 종업원 규모가 큰 업종이기 때문에, 이러한 업종에서의 종
업원수 감소는 2008년 경제위기로 인해서 여행업이 크게 위축되었음을
보여준다. 대체로 종업원 규모가 큰 업종에서 고용이 위축되고 있는데,
전시 및 행사대행업과 골프장 운영업에서는 종업원수가 각각 -11.6%,
-13.3%로 감소했으며, 유일하게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에서만 종업원수
가 8.9% 증가하였다.
66) 통계청의 서비스업조사는 전국의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
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에 대한 1년간의 경영실태 및 구조변화를 파악하여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67) 통계청의 서비스업조사는 서비스업종에 한정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
에, 제5장의 분류체계에 적합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절에
서는 분류표 중에서 1. 방문객을 위한 숙박서비스, 2. 음식 및 음료 제공서비스, 3.
철도여객 운송서비스, 4. 도로여객 운송서비스, 5. 수로여객 운송서비스, 6. 항공여
객 운송서비스 등이 제외되어 있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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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 관광산업의 업종별 사업체수와 종업원수
(단위 : 개, 명, %)
사업체 수
종업원 수
2007 2008 증가율 2007 2008 증가율
7. 운송장비 대여서비스
자동차 임대업
8. 여행사 및 기타 예약서비스
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
국내 여행사업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
9. 문화서비스
전시 및 행사대행업
공연기획업
그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
비스업
박물관 운영업
사적지 관리 운영업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자연공원 운영업
기타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10. 스포츠 및 오락서비스
스포츠및레크리에이션용품 임대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실외 경기장 운영업
경주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체육공원 및 유사 공원 운영업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1,922

1,940

5,668
857
1,495

0.9

6,133

6,566

7.1

5,444
778
1,446

-4.0 30,763 25,975
-9.2 3,637 3,454
-3.3 4,078 4,324

-15.6
-5.0
6.0

1,990
319
249

1,918
329
293

-3.6 11,099
3.1 2,799
17.7 2,243

9,812
2,326
2,116

-11.6
-16.9
-5.7

652
181
51
259
21

673
179
62
262
21

3.2
-1.1
21.6
1.2
-

6,137
2,192
1,504
5,676
218

7.7
9.5
17.9
19.4
3.8

985
81
62
28
249
9
135
839
446
118
106
207

875
82
67
29
275
5
130
811
443
75
109
305

-11.2 1,212 1,383
1.2
596
708
8.1 1,293 1,605
3.6 4,195 4,675
10.4 17,948 15,560
-44.4
490
199
-3.7 6,765 6,713
-3.3
293
262
-0.7 1,355 1,334
-36.4 11,339 12,343
2.8 1,872 2,151
47.3 1,479 2,140

14.1
18.8
24.1
11.4
-13.3
-59.4
-0.8
-10.6
-1.5
8.9
14.9
44.7

5,700
2,001
1,276
4,752
210

자료 : 통계청(2007․2008),「서비스업조사」.

관광산업의 업종별 사업체수를 보면(그림 7-1 참조), 경쟁이 심한 업종
과 소수 대기업으로 구성된 업종이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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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관광산업의 업종별 사업체수
(단위 : 개)

자료 : 통계청(2007․2008),「서비스업조사」.

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경기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과
같이 사업체수가 적은 업종이 있는 반면, 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 자동차
임대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기타 여행보조 및 여행서비스업, 국내 여행
사업 등과 같이 업종별로 약 1,000여 개 이상의 사업체들로 구성된 경쟁
적 업종이 혼재되어 있다. 관광산업의 대표 업종인 일반 및 국외 여행사
업은 사업체수와 종사자수가 가장 많은 업종이다.
관광산업의 업종별 종사자수를 보면(그림 7-2 참조), 주로 경쟁적 업종
에서 가장 많은 종사자수를 보유하고 있다. 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 국내
여행사업,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에서는 사업체수도 많지만 종
사자 규모도 크다. 이에 비해서 골프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은
사업체수는 적지만 종업원수가 많은 업종이다. 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골프장 운영업 등에서 종업원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
타는데, 2008년 경제위기는 이렇게 고용규모가 큰 업종에 타격을 준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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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관광산업의 업종별 종사자수
(단위 : 명)

자료 : 통계청(2007․2008),「서비스업조사」.
[그림 7-3] 업종별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수
(단위 : 명)

자료 : 통계청(2007․2008),「서비스업조사」.

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 자동차임대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여행서비스업, 국내 여행사업 등 여행 관련 업종은 사업체당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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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원수 5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체들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7-3 참조). 이
에 비해 관광시설 운영과 관련된 경주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은 사업체수는 적지만 평균 종사자 규
모가 크다. 경주장 운영업과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은 사업체당 160여 명
이상의 종업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골프장 운영업과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은 50명 이상의 인원을 보인다.
업종별로 임시일고의 비율을 보면(그림 7-4 참조), 여행사 및 기타 예
약서비스의 경우에는 임시․일고의 비율이 10% 이하로 나타나는 반면,
관광시설 운영 관련 업종일수록 임시․일고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관
광산업에서 대규모 사업체에 속하는 경주장 운영업과 기타 갬블링 및 베
팅업 등에서는 임시․일고의 비율이 각각 61.0%, 45.8%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관광시설 운영 관련 대기업일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
업종별로 2007년 대비 2008년의 고용 증감을 살펴보면 [그림 7-5]와 같
다. 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 골프장 운영, 전시 및 행사 대행업에서는 종
사자수가 크게 감소한 반면, 나머지 업종에서는 종사자수가 다소 증가하
[그림 7-4] 업종별 종사자 중 임시․일고의 비율(2008년)
(단위 : %)

자료 : 통계청(2007․2008),「서비스업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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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5] 업종별 종사자의 전년대비 증감(2007, 2008)
(단위 : 명)

자료 : 통계청(2007․2008),「서비스업조사」.

고 있다. 고용증가가 컸던 업종은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자연공원 운영
업, 조경 관리 및 유지서비스업, 경주장 운영업, 박물관 운영업의 순으로
나타난다.
이를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그림 7-6 참조), 일반 및 국외 여행사
업, 골프장 운영, 전시 및 행사 대행업에서는 주로 상용고 중심으로 종사
자 수가 감소하였으며, 고용이 증가한 업종에서는 주로 임시․일고 중심
의 비정규직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일반 및 국외여행사업과 골프장
운영업에서는 상용고 중심으로 고용이 감소하였으며, 전시 및 행사 대행
업에서는 상용고는 감소하였으나 임시․일고는 증가했다는 특징을 보인
다. 또한 종사자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자연공원 운영업과 기타 갬
블링 및 베팅업에서는 상용고의 변화는 없지만 임시․일고 중심으로 고
용이 증가했다는 특징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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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6] 업종별 종사상 지위별 전년대비 증감(2007, 2008)
(단위 : 명)

자료 : 통계청(2007․2008),「서비스업조사」.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광산업은 다수의 소규모 사업체로 구성
된 경쟁적 업종과 대규모 사업체로 구성된 업종이 혼재되어 있다. 대표
적으로 소규모 사업체들로 구성된 여행사 및 기타 예약 서비스업은 다수
의 상용고 종업원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대규모 사업체로 구성된 관광시
설 운영 관련업은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여행사
및 기타 예약 서비스업에서는 상용고 중심으로 고용이 감소한 반면, 고용
이 증가한 다른 업종들에서는 주로 비정규직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했음
이 확인된다.

제3절 관광산업의 업종별 고용보험 순취득자의 변화

이 절에서는 고용보험 DB를 이용하여 관광산업의 업종별 고용보험 피
보험자와 고용보험 순 취득자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부분의 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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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와 적지 않은 비정규직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속하기 때문에, 고용
보험 피보험자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에서의 고용증감을
보여줄 수 있다. 또한 이 자료는 통계청의 서비스업조사와는 달리, 본 연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류체계에 속한 대부분의 업종을 포괄하고 있다
는 장점을 갖는다. 이 절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관광산업 일자리에
서의 고용증감을 살펴보기 위하여 고용보험 DB 자료를 상용종사자에 한
정하여 재구성한 자료를 이용하였다.68)
2009년 현재 관광산업 피보험자 수(상용 한정)는 362천 명에 달하고 있
는데, 2004년 245천 명, 2007년 309천 명에 비교할 때 빠르게 성장한 것이
<표 7-2> 관광산업 고용보험 상용 피보험자의 변화(연평균)
(단위 : 명, %)

1. 방문객을 위한 숙박서비스
3. 철도여객 운송서비스
4. 도로여객서비스

2004년 대비 2009년
2007년 증가율 구성비

2004

2007

2009

46,105

46,191

46,907

0.2

24.1

7,297

13,077

12,782

79.2

6.6

16,493

21,518

46,822

30.5

24.1

5. 수로여객 운송서비스

2,417

2,732

2,757

13.0

1.4

6. 항공여객운송서비스

23,481

26,071

27,148

11.0

14.0

1,333

2,040

2,671

53.0

1.4

21,223

26,799

24,510

26.3

12.6

8,147

12,075

15,734

48.2

8.1

10. 스포츠 및 오락서비스

8,240

9,598

10,437

16.5

5.4

11. 국가별로 특화된 관광재화
및 서비스

2,333

2,925

4,468

25.4

2.3

137,069 163,027 194,236

18.9

100.0

107,808 146,306 167,489

35.7

-

244,877 309,333 361,725

26.3

-

7. 운송장비대여
8. 여행사 및 기타 예약서비스
9. 문화서비스

소계
2. 음식 및 음료 제공서비스
전체

주 : 1) 2004년과 2007년은 8차 산업분류, 2009년은 9차 산업분류를 사용하였기 때문
에, 2007년과 2009년의 직접 비교는 곤란.
2) 세부업종의 피보험자수는 <부표 7-1> 참조.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고용보험 DB」.
68) 그러나 2007년 산업분류의 변경에 따라 2007년과 2009의 고용은 직접 비교가
곤란하다는 점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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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표 7-2 참조). 관광산업의 핵심적 업종으로 보기 어려운 음식 및 음료
제공 서비스를 제외할 경우에도, 관광산업 피보험자수는 2009년 현재 194
천 명으로, 2004년 137천 명, 2007년 163천 명에 비교할 때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관광산업 피보험자의 업종별 구성을 보면, 방문객을 위한 숙박
서비스 24%, 도로여객서비스 24%, 항공여객 운송서비스 14%, 여행사 및
기타 예약서비스 13%, 문화서비스 8%, 철도여객 운송서비스 7%의 순서
로 나타난다. 관광산업의 대표 업종인 여행사 및 기타 예약서비스업은 숙
박서비스나 운송서비스에 비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비중이 낮은 편인
데, 이러한 업종의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수가 5명 이하이기 때문에 고용
보험 비가입자들이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004년 대비 2007년 피보험자의 증가율을 보면, 철도여객 운송서비스,
운송장비 대여서비스, 문화서비스 업종에서 피보험자수가 크게 증가하였
다. 그러나 관광산업의 대표 업종인 여행 및 기타 예약서비스와 스포츠
및 오락서비스업, 방문객을 위한 숙박서비스의 피보험자 증가율은 상대
적으로 낮거나 큰 변화가 없었다.
세부업종별로 피보험자의 증가율을 보면 [그림 7-7]과 같다. 가로축은
관광산업 내에서 각 업종의 피보험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주며, 세로
축은 2004년 대비 2007년의 피보험자 증가율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상향
에 있는 업종일수록 종사자 비율이 높고 고용이 증가하는 업종이며, 좌하
향에 있는 업종일수록 종사자 비율이 낮고 고용이 감소하는 업종임을 보
여준다. 이에 따르면, 관광산업 종사자의 30% 수준을 차지하는 호텔업의
피보험자수는 이미 2008년 경제위기 이전에도 감소 추세를 보였다. 나머
지 고용규모가 작은 업종들은 대체로 빠른 성장을 보였는데, 특히 철도운
송업69), 전시 및 행사대행업,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 기타 갬블
링 및 베팅업에서 피보험자의 성장이 현저했다. 고용규모가 큰 업종인 일
반 및 국외여행업, 정기항공 운송업의 경우에는 이 시기에도 고용증가
69) 여기에서 철도운송업의 피보험자 증가는 2005년 철도업의 공사화에 따라 공무원
연금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철도운송업
의 고용증가와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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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7] 관광산업의 대표 업종의 피보험자 증가(2004, 2007)
(단위 : %)

주 : 1) y축은 관광산업 중에서 2007년까지 증가율, x축은 관광산업 종사자 비율.
2) 2004년 관광산업 종사자 비율 2% 이상(음식료 제외)으로 한정.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고용보험 DB」.

율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았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에는 여행 관련 업종에서 종사자수의 감소가 뚜
렷하게 나타난다. [그림 7-8]과 [그림 7-9]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주
요 업종별 고용보험 순취득자수를 보여준다.70)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여
행사 및 기타 예약서비스업, 방문객을 위한 숙박서비스업에서 순취득자
수가 음(-)의 값을 보이고 있어, 이러한 업종에서 고용보험 취득보다 상
실이 많았음을 보여준다.
이를 세부 업종으로 살펴보면(그림 7-9 참조), 고용보험 순취득자수가
음(-)의 값을 보인 업종은 호텔업, 철도운송업, 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 기
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으로 나타나는 한편, 순취득자수가 양(+)의
값을 보인 업종은 전시 및 행사대행업, 골프장 운영업 등에 한정된다. 특
히 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체에서 고용보험 순취득자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어, 여행 관련 업종에서 주로 경제위기의 타격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요약해 보면, 2004년에서 2007년까지는 숙박서비스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70) 고용보험 순취득자수는 연간 고용보험 취득자수에서 연간 고용보험 상실자수를
뺀 값으로, 순수하게 증가한 고용보험 취득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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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8] 관광산업의 업종별 순취득자수(2008, 2009)
(단위 : 명)

주 : 1) 순취득자는 ‘연간 취득자수-연간 상실자수’로 계산.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고용보험 DB」.
[그림 7-9] 관광산업 세부 업종의 순취득자수(2008, 2009)
(단위 : 명)

주 : 순취득자는 ‘연간 취득자수-연간 상실자수’로 계산.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고용보험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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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관련 업종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증가하였으나, 여행 및 기타 예약
서비스와 스포츠 및 오락서비스업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는 호텔업과 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에서 고용감소가 나타났다. 이는 2008년 경제위
기가 주로 소규모 업체들로 구성된 여행 관련 업종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
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4절 관광 관련 직업의 고용 특성

이 절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의「산업 및 직업별 고용구조조사」자료
(2008)를 이용하여 대표적인 관광 관련 직업을 중심으로 그 고용특성을
분석하였다. 관광 관련 직업은 숙박․여행․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
행사기획자, 큐레이터 및 문화재 보존원, 항공기 조종사, 선장․항해사 및
도선사, 철도 및 전동차 기관사, 여행상품 개발자, 여행사무원, 여행 및 관
광통역 안내원, 항공기 객실승무원, 선박 및 열차 객실승무원, 숙박시설
서비스원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으며, 그 고용 특성도 다양하다(표
7-3 참조).
관광 관련 직업의 평균 임금근로자 비율은 68.3%로서 전체 취업자 중
에서의 임금근로자 비율과 별 차이가 없으나, 세부 직업 간에는 큰 차이
가 있다. 예를 들어 항공기 조종사, 철도 및 전동차 기관사, 승무원 등과
같은 직업은 전형적으로 임금근로자의 직업인 반면, 숙박시설 서비스직,
오락시설 서비스직의 임금근로자 비율은 각각 16.4%, 24.6% 수준으로 자
영업자 비율이 높은 직업이다.
관광산업의 대표적 직업이라고 볼 수 있는 행사기획자, 여행상품 개발
자, 여행사무원, 여행 및 관광통역 안내원의 경우에는 평균 연령 및 평균
근속연수가 다른 직업에 비해서 낮거나 짧은 편이다. 이러한 직업의 평균
연령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며, 평균 근속연수도 약 4∼6년 정도로
짧은 편이다. 관리자, 항공기 조종사, 철도 및 전동차 기관사 등의 평균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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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3> 관광 관련 대표 직업의 임금근로자 비율과 인적 구성
임금근
월평균 여성비 임시일 평균연 평균근
빈도수 로자
임금
율 고비율 령 속년수
(개) 비율
(%)
(%)
(%)
(%)
(년)
(%)
숙박․여행․오락 및 스포
츠 관련 관리자

23

79.1

463

14.6

-

47.1

22.9

행사기획자

50

68.4

224

50.7

12.6

33.9

5.1

큐레이터 및 문화재 보존원

16

86.1

181

37.5

13.4

44.1

6.1

항공기 조종사

23

96.4

653

-

-

45.7

15.6

선장・항해사 및 도선사

96

80.9

296

-

13.1

51.3

17.3

철도 및 전동차 기관사

69

100.0

353

-

1.6

41.2

14.5

732

93.4

198

1.5

8.8

48.5

13.4

여행상품 개발자

27

61.7

213

52.8

7.3

30.8

3.8

여행 사무원

70

78.3

160

73.6

6.9

28.7

3.9

여행 및 관광통역 안내원

37

84.2

175

80.2

36.7

39.1

6.1

항공기 객실승무원

37

100.0

321

88.6

-

30.8

7.3

선박 및 열차 객실승무원

13

100.0

344

23.0

-

38.7

17.3

숙박시설 서비스원

194

16.4

169

42.5

49.5

40.9

10.5

오락시설 서비스원

383

24.6

98

31.2

65.9

26.6

7.4

54

98.5

197

81.4

38.2

30.8

6.5

168

90.4

123

25.8

66.5

53.0

8.5

1,992

68.3

203

41.7

29.6

40.2

9.2

버스 운전원

기타 여가 및 스포츠 관련
종사원
조경원
평균

주 : 1) 빈도수는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실제 조사 빈도 수.
2) 월평균임금, 임시일고 비율, 근속년수 등은 임금근로자에 한정.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2008), ｢산업 및 직업별 고용구조조사｣.

령이 40대 이상이고 평균 근속연수도 13년 이상인 것과 대조적이다.
관광 관련 직업의 여성 비율과 임시․일고의 비율을 살펴보면(그림
7-10 참조), 직업별로 성별 분리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직업에서는 임시․일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직업내 여성 비율
이 70% 이상을 넘는 직업은 항공기 객실승무원, 여행 및 관광통역 안내원,
기타 여가 및 스포츠 관련 종사원, 여행사무원 등으로 나타나며, 직업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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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0] 관광 관련 대표 직업의 여성 비율 및 임시․일고 비율
(단위 : %)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2008), ｢산업 및 직업별 고용구조조사｣.

여성 비율이 30% 미만인 직업은 숙박․여행․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
자, 항공기 조종사, 선장․항해사 및 도선사, 철도 및 전동차 기관사, 버스
운전원, 선박 및 열차 객실승무원 조경원 등으로 나타난다. 또한 임시․
일고의 비율이 높은 직업은 숙박시설 서비스원, 오락시설 서비스원, 조경
원, 기타 여가 및 스포츠 관련 종사원, 여행 및 관광통역 안내원의 순으로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운송 관련 직종은 남성이 집중된 직업이고, 여행
관련 직업은 여성이 집중된 직업이며, 숙박오락시설 관련 직업은 비정규
직 비율이 높은 직업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직업별 임금수준을 보면(그림 7-11 참조), 운송 관련 직업의 임금수준
이 높은 반면, 여행 관련 직업의 임금수준이 낮다는 특징을 보인다. 월 평
균 임금수준은 남성 집중 직업인 항공기 조종사, 숙박․여행․오락 및 스
포츠 관리자, 철도 및 전동차 기관사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는 한편, 여성
비율이 높은 여행사무원, 여행 및 관광통역 안내원, 기타 여가 및 스포츠
관련 종사원의 경우에는 중하위 수준의 임금수준을 보인다. 임시․일고
의 비율이 높은 숙박시설 서비스원, 오락시설 서비스원, 조경원의 임금수
준은 가장 하위권에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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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1] 관광 관련 대표 직업의 임금수준
(단위 : 만원)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2008),「산업 및 직업별 고용구조조사」.
[그림 7-12] 관광 관련 직업 종사자의 기업규모별 분포
(단위 : %)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2008),「산업 및 직업별 고용구조조사」.

또한 여행 관련 직업이나 숙박․오락시설 관련 직업 종사자의 경우에
는 소기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그림 7-12 참조). 여행
관련 직업의 경우 여행상품 개발자의 70.7%, 여행사무원의 69.6%, 여행

226

고용구조 선진화를 위한 서비스산업의 일자리창출 역량제고 방안(Ⅱ)

및 관광통역 안내원의 62.8%가 30인 미만의 소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숙박․오락시설 관련 직업의 경우 각각 58.1%와 94.1%가 30인 미만 소기
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항공기, 철도 등 운송 관련 직업의 경우
에는 500인 이상 대기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다.
이와 같이, 관광산업의 대표적인 직업인 여행 관련 직업은 여성 비율이
높고 근속연수가 짧으며 이직률이 높은 편이다. 또한 소규모 여행업 사업
체의 특성상 진입장벽이 없는 대신 휴폐업 확률도 높기 때문에 경기변동
에 따라 고용규모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직종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7년과 2009년 사이에 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에서 사업체수와 종사자
수가 동반 감소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여행 관련 직종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여행 관련 직업의 종사자수는 2007년과 2009년 사이에 뚜렷한
감소추세를 보였다. 관광 관련 직업의 고용보험 취득자수의 변화를 보면
(그림 7-13 참조), 선박․항공기 조종 및 관제 관련직, 주방장 및 조리사,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직은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 관광산업의 대표
[그림 7-13] 관광 관련 직업의 고용보험 취득자수의 변화(연간 합계)
(단위 : 명)

주 : 2005년 한국고용직업분류에 의거한 직업분류임.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고용보험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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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직업인 여행, 운송 및 숙박 관련 서비스직71)은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동안에 전체 고용보험 취득자수가 연간 464천 명에서
522천 명으로 약 12.5%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여행, 운송 및 숙박
관련 서비스직의 고용은 크게 감소한 것이다. 2008년 경제위기의 영향으
로 여행 관련 업종에서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가 위축됨에 따라 여행 관련
직업에서도 고용보험 취득자수가 감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광 관련 직업별 고용 특성도 업종의 고
용 특성과 중첩되어 있다. 운송 관련 직업의 특성은 운송 인프라와 관련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경기변동에 따른 인력 대체 가능
성이 희박하지만, 여행 관련 직업의 경우에는 사업체의 안정성이 떨어지
기 때문에 경기변동에 일자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전체적으
로 볼 때 관광 관련 업종의 고용은 2004년에서 2007년까지 증가했지만,
이때에도 일반 및 국외 여행업의 고용증가율은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2008년을 전후해서 일반 및 국외 여행업과 여행 관련 일자리에서 뚜렷한
고용감소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5절 관광산업 대표 직업의 전망

이 절에서는 관광산업의 대표적인 직업을 중심으로 향후 직업전망을
개관하고자 한다. 현재로서는 신뢰할만한 직업별 기초자료가 채 정비되
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정성적인 방법을 사용한 직업전망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관광산업은 의식과 생활수준의 변화에 따라 새
로운 수요가 창출되고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는 대표적인 업종이라는 점
에서 관련 직업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른 정성적인 방법의 직업전망을 살
펴볼 필요가 있다.
71) 2005년 한국고용직업분류에 의한 것으로서 여행, 운송 및 숙박 관련 서비스직에
는 여행상품 개발원, 여행 관련 사무원, 여행안내원, 항공기 객실승무원, 선박․열
차 객실승무원, 숙박시설 접수 사무원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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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4> 관광산업 관련 직업
세부직업
여행상품 개발자, 지역수배 전문가, 여행사무원, 항공권 예약발권 사무
여행
원, 문화관광 해설사, 국내여행 안내원, 관광통역 안내원
공항세관원, 출입국심사관, 공항검역관, 공항의전원, 항공기 객실승무원,
수송
탑승수속 사무원 및 항공기 탑승안내원, 선박 객실승무원, 열차 객실승
무원
호텔 지배인, 도어맨, 벨맨, 컨시어지, 프런트데스크 사무원, 숙박시설
관광숙박
전화교환원, 룸메이드, 오더 테이커, 호텔 세탁원
카지노 딜러, 카지노 출납원 및 카지노 안전관리원, 면세상품 판매원,
관광편의
캐디, 스쿠버다이빙 강사, 번지마스터, 테마파크 디자이너, 퍼레이드 연
시설
기자, 놀이시설 종사원, 컨벤션 기획자, 국제회의 통역사
식당 접객원, 웨이터, 웨이트리스, 바텐더, 소믈리에, 조리사, 푸드 스타일
식음료
리스트, 파티쉐, 브루마스터, 바리스타, 음식메뉴개발자, 외식업체 매니저
자료 : 이윤선․임미연(2007),『관광분야 직업전망』,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고용정보원은 관광 관련 직업을 여행, 수송, 관광숙박, 관광편의시
설, 식음료에 걸쳐 <표 7-4>와 같이 분류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기
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작업이 창출되면서 관광 관련 직업이 다양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신생 직업으로는 지역수배 전문가, 문화관광해설사,
컨시어지(concierge), 브루마스터(brew master), 오더테이커, 번지마스터,
테마파크 디자이너, 퍼레이드 연기자, 바리스타, 소믈리에(sommelier)와
같은 직업을 들 수 있다. 지역수배 전문가는 여행지의 관광시설을 직접
수배하는 현지 담당자를 말한다. 컨시어지는 촛불관리자에서 유래된 말
인데, 현재는 고객을 맞이하며 객실서비스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소
믈리에는 와인을 취급하는 레스토랑이나 바에서 와인의 구입과 보관을
책임지고 고객에게 적합한 와인을 추천하여 와인 선택을 돕는 사람을 말
한다. 브루마스터는 맥주가 만들어지기까지의 제조 공정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신생직업들은 관광 수요가 다양화됨에 따라 새롭게 창출된 직
업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직업에 대한 수요는 존재하지만 그 고용규모가
작다는 점에서 신생직업을 통해서 관광 관련 일자리가 대폭 늘어날 것으
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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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5>는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직업정보 시스템에 나타난 관광 관
련 직업의 특성과 향후 5년간의 직업별 일자리 전망을 요약한 것이다. 여
기에서의 일자리 전망은 관련 직업 전문가들의 예측에 의한 것임을 밝혀
둔다. 향후 5년간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은 관광통역 안
내원, 여행상품개발자, 여행안내원, 출입국심사관, 공항검역관, 항공기 객
실승무원, 카지노딜러, 캐디, 소믈리에 등이며, 향후에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은 여행사무원, 탑승수속사무원, 면세상품판매원,
양식 조리사 등으로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업은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단순업무와 관련된 직업은 감소
하거나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의 직업전망에 따르면, 주방장 및 조리사와 같은
일부 직업을 제외할 경우 관광 관련 직업의 일자리는 다소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직업의 숫자로 보면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되는 직업의 수가 많지만, 그런 직업들이 대체로 고용규모가 매우 작은
직업들이라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관광 관련 직업의 일자리가 크게 증가
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여행상품 기획자와 여행안내원의 일자리는 다소 증가하는 수준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따라 관광 수요가 늘어나지만 인
터넷 보급으로 여행 안내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고, 여행 형태도 집단보
다는 개별 또는 가족 단위의 여행 패턴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
물관이나 미술관 등에서 관람객을 위해 전시를 기획하고 소장품에 대한
관리와 연구를 담당하는 큐레이터(Curator)와 문화재의 원형을 복원하고
보존하는 문화재보존원의 고용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 수는 매
우 제한적이다. 항해사 및 도선사의 등의 고용도 해운시장의 전망이나
해기사, 도선사 등 면허 교부 실적을 살펴볼 때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되지만, 그 역시 고용규모가 적다. 철도 및 지하철 기관사의 고용은 자동
화 및 공기업 경영효율화로 인해 당분간 신규 채용 계획을 기대하기 어
렵기 때문에 현상태를 유지하거나, 현 상태보다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
상된다.
관광 관련 직업 중에서 그 고용규모가 가장 큰 주방장 및 조리사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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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5> 관광 관련 직업의 특성과 전망
일자리 전망(%) 주요
학력
분야
직업
직무
숙달기간
증 유 감
가 지 소 분포
여행사무원 고객에게 여행상품을 추천 및 판매 3개월∼1년 16 19 65 전문
하고, 여행 일정을 계획
대졸
관광통역 안 관광지 등을 안내하고 여행에 필요 1∼ 2년
50 39 10 대졸
내원
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
여행 여행상품개 여행상품을 기획/개발하고 여행 계 3개월∼1년 41 38 21 대졸
발자
획 수립 및 단체관광을 조직
여행안내원 관광지 및 관광 대상품을 설명하거 3개월∼1년 57 27 17 대졸
나 여행 안내
항공권 발권 항공권 발급
3개월∼1년 39 28 33 대졸
사무원
출입국심사관 공항 및 항만을 출입하는 내․외국 3개월 미만 64 25 10 대졸
인의 신분 확인, 입․출국 허가
수․출입되는
동물 및 축산물, 식물 3개월 미만 70 21 9 대졸
공항검역관 및 내외국인, 항공기
검역
탑승수송
사
공항에서
출국
예정인
승객의 신분 3개월∼1년 21 29 50 대졸
수송 무원
을 확인하고 탑승권을 교부
항공기 객실 항공기 여객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 3개월 미만 66 23 10 대졸
승무원
하기 위해 각종 서비스를 제공
선박 객실승 선박에서 여객의 각종 편의 도모 3개월 미만 27 47 26 전문
무원
대졸
호텔관리자 호텔 내의 부서 운영을 기획, 지휘 3개월∼1년 37 30 34 대졸
및 조정
관광
숙박 호텔 및 콘 호텔 고객을 영접․보좌, 객실 고객
3개월 미만 43 31 26 전문
도접객원
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
대졸
카지노딜러 오락장, 클럽 등에서 각종 서비스를 1∼ 2년
63 17 20 전문
제공 및 게임 진행
대졸
면세상품 판 면세 구역에서 상품판매
전문
3개월 미만 35 24 41 대졸
관 광 매원
편의
골프장에서 수레(cart) 운반 및 서 3개월 미만 63 13 23 고졸
시설 캐디
비스 제공
놀이시설
놀이시설에서 편의서비스 제공 및 3개월 미만 26 55 19 고졸
종사원
안전유지 업무를 수행
이상
식당접객원 고객에게 음식 및 각종 서비스
3개월 미만 27 50 23 고졸
제공
이상
바텐더
칵테일을 조주하여 고객에게 제공
전문
3개월∼1년 40 33 27 대졸
소믈리에
와인의 구입과 보관을 책임지고 고 1∼ 2년
76 16 8 전문
식음
객에게 적합한 와인을 추천
대졸
료
한식조리사 숙박․음식업소에서 한식 요리
3개월∼1년 33 40 26 고졸
중식조리사 숙박․음식업소에서 중식요리
1∼ 2년
20 50 30 고졸
양식조리사 숙박․음식업소에서 양식요리
3개월∼1년 26 33 40 전문
대졸
일식조리사 숙박․음식업소에서 일식요리
2∼ 3년
23 60 17 고졸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직업정보 시스템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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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향후에도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생활수준이 향상
되고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하면서 가족 단위의 외식문화가 빠르게 발
전하고 있지만, 대기업 및 호텔업계의 외식산업 참여가 이루어지면서 조
리사 및 주방장의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
로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음식점의 상당부분이 소규모 음식점
이어서 폐업과 이직․전직이 잦은 편이기 때문에 고용규모가 늘어날 것
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전체적으로 볼 때, 관광 수요의 증대에 따라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기존의 다양한 직업에서도 다소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직업들이 모두 종사자 규모가 작은 직업들이라는 점을 고
려할 때, 전체적으로 관광 관련 직업에서 고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
망할 수는 없는 상태이다.

제6절 소 결

이상 관광산업의 재분류를 이용하여 관광산업의 업종별 고용변화와
대표 직업의 고용 특성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계청의 서비스업 조사를 사용하여 2007∼08년 관광산업의 업
종별 고용변화를 살펴본 결과, 여행사 및 기타 예약서비스 관련 업종에
서 사업체수와 종사자수가 크게 감소하였다. 여행사 및 기타 예약서비스
업은 사업체수와 종사자수가 가장 많은 경쟁적 업종이면서 경제위기로
인한 고용감소가 가장 컸던 업종이다. 반면에 고용이 다소 증가한 업종
들에서도 상용고보다는 비정규직 중심의 고용이 증가했다는 특징을 보
인다.
둘째, 업종별로 고용보험 순취득자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2008년 경제
위기의 영향은 숙박서비스와 여행사 및 예약 관련 서비스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에서 2007년까지는 숙박서비스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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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 대부분의 관광 관련 업종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증가하였으나,
2008년에서 2009년까지는 호텔업과 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 기타 여행보
조 및 예약서비스업에서 순고용이 감소했다.
셋째, 관광산업에 속하는 대표 직업의 고용 특성을 살펴본 결과, 운송
관련 직업은 남성 비율이 높고 대기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고임금 직업
의 특성을 보이는 반면, 여행 관련 직업은 여성 비율이 높고 소기업 종사
자의 비율이 높은 중하위 임금수준의 직업 특성을 보였다. 또한 여행사무
원, 여행 및 관광통역 안내원, 객실승무원 등이 포함된 여행 관련 직업에
서는 2007년 이후 고용보험 취득자수가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어 이러한
직업의 고용이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생활수준 및 의식의 변화에 따라 관광 수요가 늘어나면서 신생직
업이나 전문성을 갖는 직업에서는 고용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단순서비스직에서는 고용이 정체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들의 고용규모가 워낙 작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관광 관련 일자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
하기는 어렵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0년대 들어서 관광산업의 고용이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2008년 이후에는 관광산업의 대표적인 업종인 여
행 관련 업종에서 사업체수와 종사자수가 모두 감소하였다. 2008년 경제
위기의 영향이 소규모 경쟁적인 사업체들이 밀집한 일반 및 국외 여행사
업,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운송 관련 직업에서는 더 이상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 않으며,
여행 관련 직업에서는 고용이 다소 증가하겠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
이다. 관광 수요의 다양화에 따라 다양한 신생직업과 전문성을 갖는 직업
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러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가 적기 때문
이다.
관광산업에서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소규모 신생직업 또는
전문적 직업에서의 고용증가를 의식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러한 직업에서 창출되는 일자리의 총합이 단순서비스 관련직에서 감소하
는 일자리를 능가해야 관광산업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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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관광산업의 고용증가를 위해서는 소규모일지라도 전문성과 다양성
을 갖는 관광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의식적이고 인위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제 3 부】

문화 및 관광서비스업의
고용창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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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머리말

문화․관광서비스 분야는 지식기반사회로의 변화와 글로벌화에 따라
전반적인 산업전망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화 분야는 스마트폰 등
의 급속한 보급으로 영상, 게임 등 문화콘텐츠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그
로 인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민들의 문화향수 욕구증
진 및 문화예술 기관의 확대에 따라 공연예술, 영화, 대중예술 등 문화예
술 분야의 수요증가가 예상된다. 관광 분야는 글로벌화에 따른 국내외 교
류 증진으로 국내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국민들의 해외관광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여서 관련 산업은 물론 직업 수요도 증가가 예상된다. 사실
문화․관광서비스 분야는 다른 어느 산업 분야보다도 경제적․상황적 변
수에 영향을 크게 받는 편이다. 문화․관광은 경기가 좋아지지 않으면 잠
시 그 수요를 유보하면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분야이다. 다만, 지식기반경제사회로의 변화나 글로벌화와 같은 메
가트랜드의 변화에 비추어 보면,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수요의 증가나 직
업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는 정도로 전망이 가능하다. 그에 따라 기존에는
유망했지만 쇠퇴하는 직업군이 있고, 이전에는 유망하지 않았지만 그러
한 메가트랜드 변화에 따라 유망한 직업으로 부각되는 직업군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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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하고 문화․관광서비스 분야의 고용 동향 분
석 등을 통한 유망직업 예상 및 도출이 필요하다.
문화․관광서비스 분야는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통해 인력이 양
성되고 있지만, 그간 산업분류나 직업분류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가 없어
중장기 인력수급 계획이 마련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체계적인 인력육
성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였다. 각 양성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볼 때 유망하
다고 생각되는 학과나 전공을 신설하거나 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각자
대응하다 보니, 특정 분야는 비슷한 학과나 전공에 투자가 집중되어 인력
이 과잉공급되는가 하면 또 다른 분야는 인력이 모자라는 악순환을 반복
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문화․관광서비스 분야에서 유망직업을 찾는 일
도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양성 체계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하에서는 문화․관광서비스 분야의 유망직업을, 앞의 제4장과 제6장
의 고용 현황 분석 결과 및 직업전망서 분석,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하여
살펴보고, 그러한 유망직업과 연계한 문화․관광서비스 분야의 인력양성
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제2절 문화․관광서비스 분야 유망직업

일반적으로 유망직업은 미래에 고용증가가 예상되고 일의 보람과 가치
가 크며 직업 성장가능성이 높고 임금상승이 예상되는 직업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러한 요건들이 모두 충족된다면 더할나위 없는 최고의 유망직
업이 되겠지만,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기란 산업 수요변화나 미래 상
황변수를 고려할 때 쉽지 않은 일이다. 이들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한다
면 유망직업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요즘과 같이 청년실업이 넘쳐나는
시대에는 고용증가가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고용증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직업의 성장가능성이다. 직업을 통한 사회적 지위
상승이나 직업의 사회적 위상이 높아진다면 다소 임금조건이 떨어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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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 문화․관광서비스 분야 유망직업 도출 프로세스
1단계

2단계

문화·관광서비스 분야 직업 고용현황 분석
(고용현황 중 고용자수 및 전망이 좋은 직업)

유망직업 전망 국내외 직업전망서 분석
(문화·관광서비스 분야 유망직업)
유망직업 1차 도출

3단계

문화·관광서비스 분야 전문가 의견수렴

4단계

문화·관광서비스 분야 유망직업 30선

(성장가능성 검토)

도 미래 유망직업으로 검토해 볼 만한 것이다. 문화․관광서비스 분야의
유망직업을 찾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접근 방법을 활용하였다.
먼저 문화․관광서비스 분야 산업 동향 및 고용 동향에서 제시한 산업
증가나 고용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직업들을 찾아보았다. 산업 동향
에서는 2007∼08년 증가율이, 고용 동향에서는 2005∼08의 증감률이 분
석되었다. 이 가운데 증가율이 20%가 넘는 직업군을 주로 검토하였다. 다
음으로, 한국고용정보원의 신성장동력 직업 55선(2009), 한국직업능력개
발원의 새로운 인력수급 전망 모형에 따른 미래유망직업 32개(2006), 미
국의 Occupational employment projections to 2018(2008) 등을 참고하여
이들 중 문화․관광서비스 분야 유망직업들을 도출하였다.
그 다음으로, 고용 현황 분석이나 문헌연구 등을 통해 1차로 유망직업
으로 도출된 직업들에 대한 전문가(문화․관광서비스 분야 교수, 연구원
100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문화․관광서비스 분야 유망직업을 제시하
였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8-1]과 같다.

1. 문화․관광서비스 분야 직업 고용현황 분석
먼저, 문화산업의 산업 동향과 고용 동향 중 증가율이 높은 산업 분야
나 직업부터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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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 문화산업 종사자수 중 증가율이 높은 산업 분야
(단위 : 명, %)
2004

2006

2008

전년대비
증가율

연평균
증가율

만화

9,185

12,818

10,709

9.0

3.9

게임

47,051

32,714

42,730

16.0

2.4

영화

31,898

25,769

19,908

16.8

11.1

캐릭터

8,286

19,889

21,092

3.5

26.3

에듀테인먼트

7,566

1,480

2,465

24.6

24.4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09 문화산업통계』.

<표 8-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08년 문화산업 종사자수 추이 변
화에서 5년 평균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로는 영화, 캐릭터, 에듀
테인먼트산업을 꼽을 수 있고, 전년대비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
로는 만화, 게임산업을 꼽을 수 있다.
영화산업의 경우, 신진 영화감독들의 대거 약진과 국제대회 수상, 독립
영화의 선전에 힘입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캐릭터산업의 경우,
캐릭터를 활용한 광고시장의 확대, 캐릭터를 활용한 어린이영화나 애니
메이션 확대, 캐릭터를 활용한 캐릭터제품 확대 등으로 인하여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에듀테인먼트산업의 경우, 연관된 게임산업의 약진과 주5
일 근무에 따른 여가시간 확대, On-Off line 각종 놀이문화의 확대 등으
로 상승세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만화와 게임산업은 애니메이션영
화나 게임산업의 글로벌화로 해외진출이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08년 문화산업 세부 유형별 고용
현황 추이 변화에서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는 문화재, 자연공
원의 자연공원 분야, 도서․출판의 도서관 분야, 영화․방송․게임의 게
임 분야, 영상물 배급 분야, 라디오 분야, 디자인․건축․광고의 디자인
분야, 건축 분야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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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 문화산업 세부 유형별 고용 현황 중 증가율이 높은 분야
(단위 : 명, %)

문화재․자연유산
도서․출판
영화․방송․게임
디자인․건축․광고

관련 직업

2007
종사자수

2008
종사자수

자연공원
도서관
게임
영상물 배급
라디오
디자인
건축

6,274
9,137
16,333
2,764
1,541
12,859
77,453

7,529
10,351
20,167
3,673
1,774
17,348
88,302

고용
증가율
20.0
13.3
23.5
32.9
15.1
34.9
14.0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07․2008, (KOSIS).
<표 8-3> 주요 문화직업 중 고용전망이 좋은 직업
(단위 : 천명, %)
취업자수
관련 직업
문화재․ 큐레이터 및 문화재 보
자연유산 존원
공연․음
만화가 및 만화영화 작가
악
사서 및 기록물관리자
작가 및 관련 전문가
도서․출
번역가
판
통역가
기자 및 논설위원
감독 및 기술감독
영화․방 아나운서 및 리포터
송․게임 촬영기사
음향 및 녹음기사
제품 디자이너
디자인․ 패션 디자이너
광고
시각 디자이너
웹 및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증가율
2008 2013 2008
∼13 ∼18 ∼18

2008

2013

2018

5

5

6

3.4

3.0

3.2

11

12

14

2.2

2.6

2.4

13
15
12
6
20
20
6
4
4
27
30
63
47

17
18
14
7
23
24
7
5
5
32
31
75
59

21
22
16
9
27
29
8
6
6
39
33
88
75

3.7
3.2
3.4
4.1
2.9
3.7
2.3
5.7
5.9
3.7
2.1
3.8
4.5

4.4
4.0
3.0
4.7
3.3
3.5
3.3
4.7
5.3
4.1
1.4
3.2
4.9

4.0
3.6
3.2
4.4
3.1
3.6
2.8
5.2
5.6
4.1
2.2
3.6
4.8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OES)」, 2002∼2008년 조사의 시
계열 자료 분석하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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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년까지 문화직업 중 고용전망이
좋은 직업으로는 큐레이터 및 문화재 보존원, 만화가 및 만화영화작가,
사서 및 기록물관리자, 작가, 번역가, 통역가, 아나운서 및 리포터, 촬영기
사, 음향 및 녹음기사, 제품 디자이너, 패션 디자이너, 시각 디자이너, 웹
및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등으로 나타났다.
문화․관광서비스 분야에서 절대 고용자수가 많은 직업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종사자수가 1만 명 이상으로 비중이 큰 주요 직업으로는 지휘
자․작곡가 및 연주가, 행사기획자, 사진작가 및 사진사, 만화가 및 만화
영화작가, 공예원,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작가 및 관련 전문가, 번역가,
출판물전문가, 영화․방송감독 및 기술감독, 배우 및 모델, 제품 디자이
<표 8-4> 문화직업 세부 유형별 종사자수가 많은 직업
(단위 : 천명)
관련 직업
지휘자․작곡가 및 연주가
행사기획자
사진작가 및 사진사
미술․사진․
만화가 및 만화영화 작가
공예
공예원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작가 및 관련 전문가
도서․출판
번역가
기자 및 논설위원
출판물 전문가
영화․방송․ 감독 및 기술감독
배우 및 모델
게임
제품 디자이너
패션 디자이너
실내장식 디자이너
시각 디자이너
디자인․건축․ 웹 및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캐드원
광고
건축가 및 건축공학 기술자
토목공학 기술자
조경 기술자
광고 및 홍보 전문가
공연․음악

2005
종사자수
4.8
8.9
17.0
6.5
30.8
8.2
7.8
9.4
16.0
17.5
12.8
3.3
19.4
17.5
23.0
36.3
14.6
25.5
111.4
89.8
7.2
7.6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OES)」, 각 연도.

2008
종사자수
16.7
15.4
24.5
10.7
19.1
13.4
15.1
11.7
20.1
11.7
20.2
14.9
26.8
29.9
31.1
62.7
47.1
40.0
142.4
102.3
10.5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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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5> 관광산업 세부 유형별 고용 현황 중 증가율이 높은 분야
(단위 : 명, %)
2007

2008

종사자수

종사자수

종사자수
증가율

육상운송

31,711

39,663

25.1

경기장 운영

96,410

111,594

15.7

2,963

3,740

26.2

관련 직업
관광
스포츠․오락

스포츠클럽 활동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07․2008, (KOSIS).

너, 패션 디자이너, 실내장식 디자이너, 시각 디자이너, 웹 및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캐드원, 건축가 및 건축공학 기술자, 토목공학 기술자, 조경 기
술자, 광고 및 홍보 전문가 등이 있다.
다음으로, 관광산업의 산업 동향과 고용 동향 중 증가율이 높은 산업
분야나 직업에 대하여 살펴보자.
2007∼08년 관광산업 고용 현황 중 증가율이 높은 분야로는 관광 분야
의 육상운송, 스포츠․오락 분야의 경기장 운영, 스포츠클럽 활동인 것으
로 나타났다. <표 8-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광 분야에서 육상운송이
고용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일시적인 경기하락으로 항공이나 철도운
송 수요가 줄고 상대적으로 값이 저렴한 육상운송으로 이동 수요가 이전
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된다. 스포츠․오락 분야에서 경기
장 운영이나 스포츠클럽 활동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프로축
구나 프로야구의 전례 없는 흥행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따른 결과로 해석
된다.
<표 8-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08년 관광산업 종사자 중 증가율
이 상대적으로 높은 직업으로는 여행사무원, 여행 및 관광통역 안내원,
항공기 객실승무원, 선박 및 열차 객실승무원, 직업 운동선수, 경기심판
및 경기기록원,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강사, 기타 여가 및 스포츠 관련
종사원, 피부미용 및 체형관리사 등이 있다.
관광산업 내에서 종사자수가 1만 명 이상으로 비중이 큰 주요 직업으로
는 음식서비스 관련자, 여행사무원, 여행 및 관광 통역안내원, 숙박시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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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6> 관광산업 세부 유형별 종사자수 중 증가율이 높은 직업
(단위 : 천명, %)
관련 직업
여행사무원
여행 및 관광통역 안내원
관광
항공기 객실승무원
선박 및 열차 객실승무원
직업운동선수, 경기심판 및 경기기록원
스포츠․오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강사
기타 여가 및 스포츠 관련 종사원
락
피부미용 및 체형관리사

2007
2008
종사자수
종사자수 종사자수 증가율
11.1
23.2
27.9
8.4
11.2
9.9
5.1
12.9
36.4
0.5
3.2
84.0
2.0
7.9
58.7
50.4
81.2
17.3
0.9
27.0
209.7
23.4
74.0
46.8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OES)」, 각 연도.
<표 8-7> 관광산업 세부 유형별 종사자수가 많은 직업
(단위 : 천명)
관련 직업
음식서비스 관련 관리자
여행사무원
관광
여행 및 관광통역 안내원
숙박시설 서비스원
항공기 객실승무원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강사
스포 츠․ 오 기타 여가 및 스포츠 관련 종사원
피부미용 및 체형관리사
락
오락시설 서비스원

2007
종사자수
11.1
11.1
8.4
45.3
5.1
50.4
0.9
23.4
107.5

2008
종사자수
13.2
23.2
11.2
53.9
12.9
81.2
27.0
74.0
135.5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OES)」, 각 연도.
<표 8-8> 문화․관광서비스 직업 중 종사자수가 많고 증가율도 높은 직업

문화 분야

관광 분야

관련 직업
지휘자·작곡가 및 연주가, 행사기획자, 사진작가 및 사진사, 만화가
및 만화영화 작가,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작가 및 관련전문가, 번
역가, 영화·방송 감독 및 기술감독, 배우 및 모델, 제품디자이너, 패
션디자이너, 실내장식디자이너, 시각디자이너, 웹 및 멀티미디어 디
자이너, 캐드원, 건축가 및 건축공학기술자, 조경기술자, 광고 및
홍보전문가
음식서비스관련자, 여행사무원, 여행 및 관광 통역안내원, 숙박시설
서비스원, 항공기 객실승무원,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강사, 여가
및 스포츠관련 종사원, 피부미용 및 체형관리사, 오락시설 서비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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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원, 항공기 객실승무원,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강사, 여가 및 스포
츠관련 종사원, 피부미용 및 체형관리사, 오락시설 서비스원 등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문화․관광서비스 직업 중 종사자수도 많고(1만명 이
상), 종사자수 증가율도 높은(평균증가율 10% 이상) 직업은 <표 8-8>에
서 보는 것처럼 문화 분야 18개, 관광 분야 9개로 나타났다.

2. 문화․관광서비스 분야 관련 직업전망서 분석
다음으로, 한국고용정보원의 신성장동력 직업 55선(2009), 한국직업능
력개발원의 새로운 인력수급 전망 모형에 따른 미래유망직업 32개(2006),
미국의 Occupational employment projections to 2018(2008) 등 직업전망
서에서 제시하는 문화․관광서비스 분야 유망직업들에 대하여 알아보자.
<표 8-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종 직업전망서에서 제시하는 문화․
관광서비스 분야 유망직업으로는, 모바일프로그램 개발자, 게임기획자,
문화디자인 매니저, 레크리에이션 진행자 및 스포츠 강사, 브랜드 네이미
스트, 고객서비스(CS) 매니저, 패스트푸드 요리사, 개인건강관리사, 피부
관리전문가, 에어로빅 강사 등으로 나타났다.
<표 8-9> 직업전망서의 문화․관광서비스 분야 유망직업 전망
관련 직업전망서
한국고용정보원 신성장동력
유망직업 55선 (2009)

직업전망서에 의한 문화분야 유망직업
모바일프로그램 개발자
게임기획자
문화예술 디자인방송 관련 관리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미래유망직 지휘작곡 연주가 가수 무용가 안무가
레크리에이션 진행자 및 스포츠 강사
업 32선 (2006)
레저 및 스포츠 관련직
컴퓨터게임 기획자
직업평론가 김준성
싱어송라이터
FTA시대 유망직업 (2007)
브랜드네이미스트
고객서비스 매니저
레스토랑, 호텔 웨이터 및 웨이트리스
미국의 Occupational employment 패스트푸드 요리사
개인건강관리사
projections to 2018 (2008)
피부관리전문가
체력트레이너 및 에어로빅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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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직업전망의 책임을 맡고 있는 한국고용정보원은 <표 8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직업전망 가운데 문화․관광서비스 분야
직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8-10> 한국고용정보원 Work-net상의 직업전망(문화 및 관광 분야)
분류

디자인 관련직

직업
만화가
메이크업아티스트
산업디자이너
스타일리스트
아바타디자이너
애완동물미용사
웹디자이너
인테리어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캐릭터디자이너
컬러리스트
컴퓨터그래픽디자이너
텍스타일디자이너
패션디자이너
패션코디네이터
플로리스트
헤어디자이너
화가
비디오저널리스트(VJ)
사진작가

사진 관련직
촬영기사

작가

음악 관련직

촬영기술자
구성작가
극작가
방송작가
작가
가수
국악인
성악가
음악치료사
작곡가
지휘자

유사 직업

산업디자이너

애견미용사
실내건축기술자, 실내장식전문가

색채전문가
텍스타일디자이너
의상디자이너
스타일리스트, 패션어드바이저, 샵매니저
아트플라워디자이너
헤어디자이너, 미용사, 이용사

인상사진작가, 광고사진작가, 순수사진
작가, 보도사진작가, 생태사진작가
영화촬영기사, 광고촬영기사, TV촬영기
사, 비디오촬영기사
촬영기사, 방송카메라기사, 녹화기사
스크립터
방송작가
드라마작가, 시나리오작가
소설가, 시인, 수필가, 희곡작가
유흥업소의 연예 관련직, 성악가
민속음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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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0>의 계속
분류

직업
유사 직업
악기수리원 및 조율사 피아노조율사
악기 관련직
악기제조원
무용가
무용 관리직
백댄서
안무가
생활체육지도사
생활체육지도자
운동감독
운동 및 보안 관리직 운동경기심판
운동선수
직업운동선수
운동처방사
대인전문직 및 서 여행안내원
비스직
호텔종사원
CF모델, 패션모델, 사진모델, 나레이터
모델
모델
조향사
향기전문가, 향수코디네이터
전문서비스직
푸드코디네이터, 테이블코디네이터, 테
푸드스타일리스트
이블아티스트, 테이블데코레이터
게임기획자
게임크리에이터, 게임디자이너
공연기획자
공연기획자
방송PD, 드라마프로듀서, 라디오제작프
방송연출가
로듀서, 스포츠프로듀서, 쇼프로듀서, 뉴
스프로듀서
연극연출가
기획전문직
연예인매니저
영화기획자
이벤트전문가
이벤트전문가, 이벤트기획자
출판물기획전문가
파티플래너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Work-net(www.work.go.kr).

이들 직업들을 문화 분야와 관광 분야로 크게 나누고, 대학의 관련학과
전공을 <표 8-11>에서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직업들은 관련학과 또는 전
공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양성기관이 그만큼 신생직업이나 유망직업에 관
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향후 이러한 직업변화에 따른
학교나 학과의 대응 시 연계전공 개발 등 보다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
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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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1> 각종 유망/신생직업과 관련학과
분류

직업
만화가
메이크업아티스트
산업디자이너
스타일리스트
아바타디자이너
애완동물미용사
웹디자이너

인테리어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문화
분야

캐릭터디자이너
컬러리스트
컴퓨터그래픽디자이너
텍스타일디자이너

패션디자이너

패션코디네이터
플로리스트
헤어디자이너
화가

대학 관련학과
만화과, 만화사진영상과, 애니메이션과
미용과, 코디네이션과, 메이크업아티스트과
제품디자인, 공업디자인과, 산업디자인과, 시
각디자인과
의상디자인과, 의상디자인학과, 의상학과, 패
션디자인과, 코디네이션과
산업디자인과, 시각디자인과, 제품디자인, 공
업디자인과
애완동물과, 미용과
컴퓨터그래픽과, 웹그래픽디자인과, 시각디자
인과, 시각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과, 산업디
자인학과, 멀티미디어정보과, 멀티미디어학과
건축공학과, 산업디자인과, 시각디자인과, 시각
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학과, 공예과, 공예학과,
환경디자인과, 환경디자인학과, 디자인과
시각디자인학과, 광고디자인과, 디자인과, 시
각디자인과, 조형디자인학과, 컴퓨터디자인
과, 컴퓨터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과, 제품디자인, 공업디자인과, 시
각디자인과
산업디자인과, 시각디자인과, 시각디자인학
과, 산업디자인학과, 회화학과, 텍스타일컬러
테크닉과
컴퓨터디자인과, 컴퓨터그래픽과, 컴퓨터디
자인학과, 웹그래픽디자인과
의상디자인과, 의상디자인학과, 의상학과, 패
션디자인과, 코디네이션과
코디네이션과, 의상디자인과, 의상디자인학
과, 의상학과, 패션디자인과, 시각디자인과,
시각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과, 산업디자인
학과, 공예과, 공예학과, 섬유공학과, 섬유디
자인과, 의류학과
의상디자인과, 의상디자인학과, 의상학과,
코디네이션과, 패션디자인과
원예과, 원예학과
미용과, 피부미용과, 코디네이션과, 메이크
업아티스트과
미술학과, 공예과, 공예학과, 회화학과, 동양
화과, 서양화과, 서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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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1>의 계속
분류

직업

대학 관련학과
방송영상과, 신문방송학과, 영상멀티미디어과, 연극영
비디오저널리스트(VJ)
화과
사진과, 사진영상학과, 사진학과, 영상미술학과, 예술
사진작가
학과, 만화사진영상과, 사진영상디자인과, 광고사진과
방송영상과, 사진영상학과, 방송제작과, 방송제작기술과,
촬영기사
영상멀티미디어과, 연극영화과, 연극영화학과, 전자공학
과, 전기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전자과, 전기과
촬영기술자
방송영상과, 사진영상과, 방송제작기술과
구성작가
신문방송학과, 문예창작과, 국어국문학과, 문예창작학과
극작가
문예창작과, 신문방송학과, 국어국문학과, 문예창작학과
방송작가
국어국문학과, 문예창작과, 문예창작학과
작가
문예창작학과, 국어국문학과
대중음악과, 실용음악과, 음악과, 음악학과, 작곡과, 성
가수
악과
국악인
국악과, 기악과, 전통예술과
성악가
성악과
음악치료사
심리학과, 교회종교음악과, 실용음악과, 음악학과
문화
작곡과, 음악과, 음악학과, 실용음악과, 성악과, 기악
분야 작곡가
과, 관현악과, 피아노학과
지휘자
관현악과, 기악과, 음악학과, 작곡과
악기수리원 및 조율 음악과, 음악학과, 기악과, 음향공학과, 전자공학과, 피
사
아노학과, 관현악과, 전자과
악기제조원
피아노조율기능사, 피아노조율산업기사
무용가
무용과, 무용학과
백댄서
연예연기과, 무용과, 공연예술과
안무가
무용과, 무용학과
모델
연극영화과, 모델과, 연예연기과
조향사
화학과, 화학공학과
푸드스타일과, 식품조리과, 식품영양학과, 외식조리과,
푸드스타일리스트
식품영양과
공연기획자
공연제작과, 문화예술마케팅과

방송연출가

신문방송학과, 국어국문학과, 문예창작과, 문예창작학과,
사회학과, 연극영화과, 연극영화학과, 광고기획과, 광고홍
보학과, 언론홍보학과, 방송영상과, 방송제작과, 인터넷방
송, 영상제작과

연극연출가
연예인매니저
영화기획자

연극영화과, 연극영화학과, 연극학과
방송연예과, 연예연기과, 연극영화과
연극영화과, 연극영화학과, 방송영상과, 영상멀티미디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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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1>의 계속
분류

직업
이벤트전문가
문화
출판물기획전문가
분야
파티플래너
생활체육지도사
운동감독
운동경기심판
운동선수
운동처방사
게임기획자
게임시나리오작가
게임그래픽디자이너
게임프로게이머
게임음향기술자
여행상품개발원
관광
분야
통역가

국제관광마케터
골프튜터
여행상품기획자
투어컨설턴트
여가전문가
푸드스타일리스트
여행안내원

대학 관련학과
이벤트연출과
출판미디어과, 국어국문학과, 전자출판과
이벤트연출과
사회체육과, 사회체육학과, 레크리에이션과
체육학과, 사회체육학과, 사회체육과
체육학과, 사회체육학과, 사회체육과
체육학과, 무용학과, 무용과, 사회체육과, 사회체육학
과, 해양스포츠학과, 무도과, 무도학과
사회체육학과, 스포츠의학과, 건강관리학과, 사회체육
과
컴퓨터게임과, 컴퓨터그래픽과
국어국문학과, 컴퓨터게임과, 문예창작과, 문예창작학
과
컴퓨터게임과, 컴퓨터디자인과, 컴퓨터그래픽과, 컴퓨
터디자인학과, 웹그래픽디자인과
컴퓨터게임과, 게임과
작곡과, 음악과, 음악학과, 실용음악과
관광경영학과, 호텔경영과, 관광통역과, 문화관광과
아프리카어학과, 베트남어학과, 스칸디나비아어학과, 이
란어학과, 이태리어학과, 헝가리어학과, 터어키어학과,
포르투갈어학과, 폴란드어학과, 인도어학과, 체코어학
과, 태국어학과, 일본어과, 일어과, 일어일문학과, 중국
어과, 중어중문학과, 영어과, 영어영문학과, 영어학과,
독어독문학과, 러시아어과, 러시아어문학과, 불어불문학
과, 스페인어학과, 서반아어학과, 네덜란드어학과, 루마
니아어학과, 아랍어학과, 유고어학
관광통역과, 관광경영과, 호텔경영과, 문화관광과, 국
제학부, 국제경영학과
골프지도학과, 스포츠학부(골프지도전공), 골프학과,
골프경영학과, 골프산업학과, 골프시스템학과,
사회체육과
관광경영과, 문화관광과, 호텔경영과, 문화예술마케팅과
관광경영과, 호텔경영과, 문화관광과
여가학과, 건강관리학과, 레저스포츠과
식품조리과, 식품영양학과, 푸드스타일과, 외식조리과,
식품영양과
관광통역과, 관광경영과, 문화관광과, 관광경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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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1>의 계속
분류

직업
호텔종사원
호텔지배인
호텔리어
테마파크기획자
한식요리사
관광마케팅전문가
스포츠댄스지도자
피부관리사
스키강사
광고및홍보전문가
레크레이션 진행자
행사기획자

대학 관련학과
호텔경영과, 관광통역과, 문화관광과, 관광경영과, 관
광경영학과
호텔경영과, 관광통역과, 문화관광과, 관광경영과, 관
광경영학과
호텔경영과, 관광통역과, 문화관광과, 관광경영과, 관
광경영학과
도시계획과, 생활주거학과, 관광경영과, 건축설계과
식품조리과, 외식조리과, 식품영양과, 푸드스타일과
광고기획과, 경영학과, 심리학과, 신문방송학과, 광고
홍보학과, 언론홍보학과, 사회학과, 관광통역과, 문화
관광과, 관광경영과, 관광경영학과
사회체육과, 무용과, 레저스포츠과
피부미용과, 메이크업아티스트과
사회체육과, 체육과, 레저스포츠과
광고기획과, 경영학과, 심리학과, 신문방송학과, 광고
홍보학과, 언론홍보학과, 사회학과
레크레이션과, 사회체육과
이벤트연출과, 신문방송학과, 문예창작과, 문예창작학
과, 경영학과, 산업디자인과, 산업디자인학과, 연극영화
과, 연극영화학과, 이벤트과, 광고기획과, 컨벤션산업과

주 : 대학교육협의회 및 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제공 학과 정보를 분석하여 정리.
<표 8-12> 문화 및 관광 분야 1차 도출 유망직업 리스트(50개)

문화 분야
(25개)

관광 분야
(25개)

1차 도출 유망직업 리스트
영화기획자, 만화영화제작자, 음악·영상 콘텐츠저작권 전문
가, 3D 영상·영화 콘텐츠 제작자, 모바일 콘텐츠 개발자, 디
지털미디어컨설턴트, 전자출판전문가, 북마스터, 게임기획자,
프로게이머, 앱(어플리케이션) 개발자, 큐레이터(박물관, 미
술관), 미술치료사, 미술품감정사, 문화재복원전문가, 음악치
료사, 캐릭터전문가, 컬러리스트, 패션코디네이터, 브랜드네
이미스트, 문화인력 헤트헌터, 예술경영컨설턴트, 공연기획
전문가, 공연프로모터, 스토리텔링전문가
테마파크기획자, 테마파크디자이너, 해외홍보매니저, 국제관
광마케터, 국제회의전문가, 국제관광가이드, 투어컨설턴트, 여
행상품기획자(MD), 관광통역사, 관광마케팅전문가,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녹색생태관광가이드, 관광이벤트기획자, 피부미
용·체형관리자, 생활체육지도자, 운동처방사, 레크리에이션진
행자, 스포츠댄스지도자, 골프튜터, 스키강사, 스포츠마케팅전
문가, 여가전문가, 푸드스타일리스트, 한식요리사, 호텔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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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문화 및 관광 분야 직업 중 종사자수가
많은 직업, 종사자수의 증가율이 양호한 직업, 중장기 직업전망이 좋은
직업, 각종 직업전망서들이 제시한 유망직업, 한국직업전망, 대학의 관련
학과 분석을 바탕으로 <표 8-12>처럼 1차 유망직업 리스트를 작성하여
보았다.

3. 문화․관광서비스 분야 유망직업 선정 전문가 의견수렴
앞서, 1, 2단계를 거치면서 1차로 도출한 문화․관광서비스 분야 유망
직업 리스트를 가지고 전문가들에게 미래성장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조사
대상이 되었던 문화․관광서비스 분야 전문가는 문화단체 또는 관광 관
련기관 팀장급 간부, 문화․관광 관련 교수, 문화․관광 관련 연구원, 관
광여행기업 중간관리자 등 총 100명이었다. 조사 방법은 이메일조사와 우
편조사를 병행하였다. 조사지는 문화․관광서비스 분야 1차 유망직업리
스트에 대한 직업의 미래성장가능성(향후 5년 또는 10년 내)을 10점 만점
으로 체크하도록 구성하였다.
<표 8-13> 문화․관광서비스 분야 유망직업 선정 전문가 조사 개요
세부 내용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기간
조사지

문화단체 또는 관광 관련기관 팀장급 간부, 문화․관광 관련
교수, 문화․관광 관련 연구원, 기업 중간관리자 등 총 100명
(총 350명 조사, 104명 유효샘플 확보-신뢰성 검증 통해 100명
샘플로 통계 처리)
1. 문화 분야 52명
* 문화단체 팀장급 간부 18명, 문화 관련 교수 16명, 문화 관
련 연구원 16명
2. 관광 분야 48명
* 관광 관련기관(공사, 협회 등) 팀장급 간부 15명, 관광 관련
교수 14명, 관광여행기업 중간관리자 19명
이메일조사, 우편조사
2010년 10월 1일∼10월 20일 총 20일간
문화․관광서비스 분야 1차 유망직업리스트에 대한 직업의 미
래성장가능성(향후 5년 또는 10년 내)을 10점 만점으로 체크
(1차 도출 유망직업리스트(50개) 제공 및 각 직업 정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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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를 문화 및 관광 분야로 나누어 제시하면 <표 8-14>와 같다.
앞서, 1, 2단계를 거치면서 1차로 도출한 문화․관광서비스 분야 유망직
업 리스트를 가지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으로 문화 분야
15개, 관광 분야 15개 등, 총 30개의 문화․관광서비스 분야 유망직업을
<표 8-14> 문화․관광서비스 분야 1차 유망직업리스트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
문화 분야

관광 분야
미래성장
연번
가능성

직업명

미래성장
가능성

연번

직업명

1
2

앱(어플리케이션) 개발자
게임기획자

9.4
9.4

1
2

국제관광가이드
녹색생태관광가이드

9.2
9.1

3

3D 영상·영화 콘텐츠 제
작자

9.2

3

의료관광코디네이터

9.1

4

스토리텔링전문가

9.2

4

스포츠마케팅전문가

9.0

5

음악·영상 콘텐츠 저작권
전문가

9.2

5

국제관광마케터

9.0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모바일 콘텐츠 개발자
공연프로모터
브랜드 네이미스트
공연기획전문가
디지털미디어컨설턴트
컬러리스트
전자출판전문가
영화기획자
예술경영컨설턴트
큐레이터(미술관, 박물관)
패션코디네이터
음악치료사
캐릭터전문가
문화재복원전문가
프로게이머
문화인력 헤드헌터
만화영화제작자
미술치료사
미술품감정사
북마스터

9.0
9.0
8.9
8.9
8.8
8.8
8.8
8.6
8.6
8.4
8.0
8.0
7.8
7.8
7.8
7.8
7.8
7.7
7.6
7.6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골프튜터
국제회의전문가
여행상품기획자(MD)
투어컨설턴트
여가전문가
푸드스타일리스트
호텔리어
테마파크기획자
한식요리사
관광마케팅전문가
스포츠댄스지도자
피부미용·체형관리자
스키강사
관광통역사
테마파크 디자이너
해외홍보매니저
레크레이션 진행자
운동처방사
생활체육지도자
관광이벤트기획자

8.9
8.8
8.8
8.6
8.6
8.6
8.5
8.5
8.4
8.2
8.0
7.8
7.8
7.7
7.6
7.6
7.5
7.6
7.4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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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하였다. 이하에서 제시하는 유망직업 30선의 직업 개요(직업 정의,
주요 직업활동, 경험/자격, 관련학과)는 관련 유망직업 전문가 인터뷰 및
의견수렴을 거쳐 작성한 것이다. 문화 분야 유망직업 30선에 대한 직업
개요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앱(어플리케이션) 개발자
앱(어플리케이션) 개발자는 스마트 폰, 휴대인터넷에 활용되는 어플리
케이션을 개발하는 사람으로서 관련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직업이다.

세부 내용

직업 정의

스마트 폰, 휴대인터넷 등에 활용되는 어플리케이션을 기획
하여 개발하는 사람
* Application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지원, 적용, 응용을 뜻함.
* 스마트 폰이나 휴대인터넷을 사용할 때 다양한 프로그램
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을 뜻함.

주요 활동

- 응용프로그래밍- C, C++, JAVA, 임베디드 개발
- DB 설계 및 콘텐츠 개발
- 프레임워크 또는 라이브러리 구축
- 모바일 서비스 기획 및 운영
- 모바일 플랫폼/솔루션(Embedded SW) 개발 및 포팅

경험/자격

* 앱 개발 관련 중급 이상 과정 이수자
* 개발 관련 포트폴리오 작업 확인 가능한 자
*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개발 경험/ id3 라이브러리/이미지
디코더 (Imaging API, GDI+)/텍스트 뷰어 경험이 있으면
취업시 우대

관련학과/전공

멀티미디어정보과, 멀티미디어학과, 컴퓨터그래픽과

2) 게임기획자
게임시장 분석, 아이템 선정, 게임 제작, 개발된 게임을 홍보하고 마케
팅하는 게임 개발을 총괄하는 직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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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직업 정의

주요 활동

경험/자격

관력학과/전공

게임시나리오 작성에서부터 게임의 개발 방향 설정 및 실제
로 구현하는 등 게임 개발을 총괄하는 사람
* 현업에서는 작가가 따로 있지 않아 기획자가 게임시나리
오 작성에서부터 게임 개발, 시험, 마케팅까지 담당함.
- 게임시장의 흐름 분석 등 기획보고서 작성
- 게임의 아이템 선정 및 게임 개발 준비(장비와 인력 세팅)
- 게임 제작 및 제작된 게임 시험
- 개발된 게임 홍보 및 마케팅
* 기획력, 창의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기본 그래픽 능력, 문
장력/표현력
* 그래픽 업무나 프로그래밍 업무 경험을 쌓고 게임기획자
가 되는 것이 바람직
- 기획을 하는 사람이 프로그래밍이나 그래픽 작업을 모르
는 시간 낭비가 많음.
- 기획 회의를 통해 기획보고서 프로그래밍 가능한 시스템
인지, 자신이 기대하는 그래픽 효과를 연출해 내는 데에
현업의 그래픽 엔진으로 가능한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함.
* 고등학교 또는 훈련기관, 대학 게임기획 관련학과 또는 프
로그래밍/그래픽 관련학과
컴퓨터게임과, 컴퓨터그래픽과, 게임산업학과

3) 3D 영상․영화콘텐츠 제작자
3D 툴 또는 입체영상 제작방법을 따라 2D 영상을 3D화하거나 3D 입
체영상 또는 영화콘텐츠를 만드는 직업이다.

직업 정의

주요 활동

경험/자격
관련학과/전공

세부 내용
3D 툴 또는 입체영상 제작방법을 따라 2D 영상을 3D화하거
나 3D 입체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
- 형태 “모델링”
- 질감 “맵핑”
- 라이팅과 간지(느낌) “일루미네이션”
- 캐릭터 뼈대구축 “리깅”
- 캐릭터나 물체의 움직임 부여 “애니메이션”
- 작업 결과물 동영상화 “렌더링”
- 영상물 결과 합성, 편집, 녹음 등
* 3D MAX, MAYA, Soft Image, 알리아스 등 툴 활용능력
* 멀티미디어 그래픽 업무나 프로그래밍 업무 경험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영상멀티미디어과, 컴퓨터그래픽과, 영
화학과, 영상학과, 애니메이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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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토리텔링 전문가
광고, 영상, 영화, 교육콘텐츠, 역사문화 유적에 이르기까지 사람과 자
연,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도록 이야기를 만들어, 깊은 가치와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이야기를 기획하고 구성하는 직업이다.

직업 정의

주요 활동

경험/자격
관련학과/전공

세부 내용
사전적 의미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활동, 이야기가 담화로 변하
는 과정’을 뜻함
주제에 대하여 많은 데이터가 쌓여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를 주
제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이야기로 꾸미는 사람.
하나의 소스를 다른 미디어에서 변환하여 활용하는 사람
- 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
- 광고 콘티라이터
- 시나리오 창작, 연출, 프로듀싱, 제작자
- 영화, 방송, CF 등 영상프로그램 기획 제작
- 이야기 중심 시각효과 구성
- 스토리기반 교육콘텐츠 제작
- 역사문화 탐방로, 관광코스 개발
* 다양한 미디어에서 글쓰기 활동
* 회화와 미술을 통해 그림 그리기
* 일러스트레이팅
문예창작과, 애니메이션과, 만화학과, 광고홍보학과, 국어국문학과

5) 음악․영상․콘텐츠 저작권 전문가
음악․영상․문화콘텐츠의 저작자 권리를 찾아주고 권리를 보호하는 사
람으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법적 활동 및 예방, 권리확보 등의 활동을 한다.
세부 내용
음악․영상․문화콘텐츠의 저작자 권리를 찾아주고 권리를 보호하는 사람
직업 정의
* 저작권법에 의한 법적 활동 및 예방, 권리확보 활동
- 광고 및 게임에 사용되는 음악 및 영상 저작물 권리분석
- 저작물 권리보호 및 권리구제 활동
- 저작물 사용 승인
주요 활동
- 음악 및 영상 저작물 법적 소송관리
- 저작물 권리보호 예방활동
- 문화콘텐츠 저작권 인식확대 및 교육
* 문화콘텐츠 저작권 관리업무 경험
* 특허 관련 업무 경험
경험/자격
* 법무법인 관련 업무
* 법무팀 업무 경험
관련학과/전공 법학과, 예술경영학과, 작곡과, 영화과, 영상과, 대중음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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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모바일콘텐츠 개발자
모바일 프로그래밍 기술을 활용하여 장르별 콘텐츠를 구현하고 이동
통신에 업로드 및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이다.

세부 내용

직업 정의

JAVA 기반과 C기반의 모바일 프로그래밍을 활용하여 장르
별 콘텐츠를 구현하고 핸드폰에 업로드 및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주요 활동

-

모바일게임 프로그래머
모바일게임 기획자
게임 관련 컴퓨터강사
응용프로그래머
솔루션 개발자
기술개발 연구원
M비지니스
텔레매틱스 개발자
모바일 보안프로그래머
모바일 광고
모바일 방송

경험/자격

*
*
*
*
*
*
*

Java 프로그래밍
SKVM, MIDP, WIPI 프로그래밍
Embedded OS(WinCE, Linux, Nucleus 등) 포팅
J2EE 이해, OC4J 사용
결제시스템 개발
쇼핑몰 개발
빌링 시스템 개발

관련학과/전공

멀티미디어디자인과, 멀티미디어과, 멀티미디어정보과, 영상
멀티미디어, 컴퓨터게임과, IT임베디드과

7) 공연프로모터
흥행가능성이 있는 공연 아이템 선정 및 공연물을 발굴하여 공연을
실행시키는 직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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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정의

주요 활동

경험/자격

관련학과/전공

세부 내용
공연 아이템을 선정한 후 마케팅 차원에서 접촉하고 제반사항
을 정리하여 공연을 실행시키는 사람
- 공연기획(뮤지컬, 콘서트, 오페라 등에 따라 전문화되어 있음)
- 공연 아이템 선정, 접촉, 제반사항 정리
- 기 진행된 컨셉에 대한 시장상황 분석
- 제작과 마케팅 진행
- 공연의 사업화
- 공연 수익관리
* 남과 다른 공연을 만들겠다는 독창성
* 큰일에서부터 작은 일까지 놓치지 않는 세심함과 일에 대한
열의
* 마케팅 업무 경험
* 공연기획 업무 또는 공연장 지원 업무 경험
문화예술마케팅과, 예술경영학과, 공연예술과, 연극영화과, 경영
학과

8) 브랜드 네이미스트
상품 또는 기업의 적합한 브랜드를 발굴하고 적합하게 명명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브랜드가 지속적인 가치를 갖도록 컨설팅하는 직업이다.

직업 정의

주요 활동

경험/자격

관련학과/전공

세부 내용
목표하는 상품전략과 브랜드전략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브랜
드를 명명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와 같은 브랜드를 전략적
으로 네이밍하고 브랜드가 가치를 갖도록 컨설팅하는 사람
- 아이디어 토론
- 상표등록을 위한 법률적 과정
- 브랜드네이밍
- 브랜드관리 컨설팅
- 브랜드네임 세일즈
- 브랜드CI화 지원
* 언어에 소질이 있고 감각이 있는 사람
* 스토리텔링 요소가 많아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는 다양한
소스
* 인문학적 소양이나 자기 생활의 다양화를 추구하며 끊임
없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사람
* 이름을 세일즈하기 위한 프레젠테이션 스킬, 설득 능력
광고홍보학과, 신문방송학과, 문예창작과, 산업디자인과, 경
영학과, 산업경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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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연기획전문가
공연물을 기획하거나 공연작품을 선정하여 공연 시기와 장소를 결정
하고 예산을 세우는 등, 공연이 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공연전
문가이다.

세부내용

직업 정의

공연 작품을 선정하고 공연 시기와 장소를 결정하여 예산을
세우는 등, 공연이 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총감독
을 공연기획 전문가라고 함.

주요 활동

-

공연 컨셉 설정
공연 제작방향 설정
제작비용 확보
스태프 구성
공연 홍보 및 마케팅
현장 운영 및 관리

경험/자격

*
*
*
*

예술에 대한 관심과 독창성
종합사고력, 판단력, 설득력과 호소력
무대조명, 음향 등 공연장 관련 기술 이해
스태프를 관리할 수 있는 리더십

관련학과/전공

예술경영학과, 문화예술마케팅과, 공연예술과, 연극영화과, 광
고홍보학과

10) 디지털미디어컨설턴트
변화하는 디지털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지식과 기술을 종합적으로 이
해하여, 뉴미디어에 적합한 지식정보를 생산․유통하며, 디지털정보 및
지식을 컨설팅하는 직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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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직업 정의

새로운 디지털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지식과 기술을 종합적
으로 이해하여, 뉴미디어에 적합한 지식정보를 생산 · 유통하
며 디지털정보 및 지식을 컨설팅하는 사람

주요 활동

-

취재기자, PD, 아나운서
카피라이터, 홍보기획
정보 업계의 저널리스트
크리에이터
커뮤니케이터
언론계, 광고홍보업계, 정보산업, 미디어 문화산업 부문

경험/자격

*
*
*
*

취재, 기사 작성
미디어의 이해
디지털기사 작성법
뉴스쟁점 분석

관련학과/전공

광고홍보학과, 신문방송학과, 출판미디어과, 멀티미디어정보
과, 멀티미디어과

11) 컬러리스트
색채에 관한 최신 경향이나 유행 색상 등을 분석하여 색채 관련 상품
을 기획하고 컨설팅하는 직업이다.

세부 내용
직업 정의

주요 활동

색깔을 적절하고 일관성있게 쓰는 능력을 갖추고 색채 관련
상품을 기획하는 전문직업을 말하며, 컬러 코디네이터라고
부르기도 함.
-

색채에 관한 최신 경향이나 유행 색상 등을 분석
색과 색을 섞어 새로운 색을 만들어 측정 및 관리
색채 관련 상품 기획
소비자 조사
제품디자인, 그래픽․영상, 미용, 출판, IT, 환경, 의료, 컨
설팅 업계 등 진출 분야는 다양함.

경험/자격

* 대학에서 미술 관련 학과나 패션 관련 학과 등에서 색채
학 전공
* 컬러리스트 자격 취득

관련학과/전공

산업디자인과, 시각디자인과, 회화과, 텍스타일컬러테크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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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전자출판전문가
기존에 수작업에 의존하던 각종 인쇄출판물 편집을 컴퓨터로 수행하
고, e-Book을 기획 출판하는 직업이다.

직업 정의

주요 활동

경험/자격

관련학과/전공

세부 내용
주로 멕킨토시를 이용한 DTP(Desk Top Publishing) 편집기
능을 활용하여, 기존에 수작업에 의존하던 각종 인쇄출판물
편집을 컴퓨터로 수행하는 사람
- 전자책 기획
- 기존도서 e-Book화
- 출판사, 잡지사 편집
- 홍보 업무
- 전자출판물 형태의 광고 대행
- CD-ROM 타이틀 제작 등
* DDP 탁상출판
* CTS 컴퓨터 조판
* CD-ROM 디스크책 출판
* 화면책 출판
* 출판물 디자인 검토
* 퀵,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 포트폴리오 작품집 만들어서 다양한 경험이 필요
전자출판과, 출판미디어과, 신문방송학과

13) 영화기획자
영화적 소재를 발굴하여 적합하게 시나리오화하여 영화화하는 직업이다.

직업 정의

주요 활동

경험/자격

관련학과/전공

세부 내용
영화적 소재를 발굴하고 이를 시나리오화하거나 적합한 시나
리오를 발굴하여 영화 제작을 기획하고 이를 영화화하는 사람
- 문화현상 분석을 통한 소재 발굴
- 영화기획(시나리오, 제작진, 제작계획 수립)
- 제작사에 제안
- 감독 선정 및 배우 캐스팅
- 영화 홍보
* 영화에 대한 안목 및 영화계의 구조에 대한 지식
* 영화, 방송, 연극 등의 연출 또는 조연출 경험
* 전략적 사고
* 기획력
* 영화 스태프 경험
연극영화과, 방송영상과, 영상멀티미디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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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예술경영컨설턴트
문화예술단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법률, 회계, 행정사항 등에 관하
여 전문가와 연계하여 필요한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컨설팅하는 직업이다.

직업 정의

주요 활동

경험/자격
관련학과/전공

세부 내용
문화예술단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법률, 회계, 행정사항
등에 관하여 전문가와 연계하여 필요한 전문지식을 제공하
고 컨설팅하는 사람
- 문화예술단체(법인) 설립 컨설팅
- 회계․세무 컨설팅
- 인사․4대보험 컨설팅
- 계약, 저작권, 국제교류 행정 등 관련 행정업무 컨설팅
- 문화예술정책․제도 컨설팅
* 문화예술단체에 관심이 있고 컨설팅이 가능한 본인의 전
문 분야가 있어야 함.
* 회계·세무, 인사, 계약, 국제교류 등 업무 경험
예술경영학과, 공연예술과, 문화예술마케팅과, 연극영화과,
경영학과

15) 큐레이터(미술관, 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에서 전시기획, 재정의 확보, 유물 또는 작품의 보존
관리, 자료의 전시,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하는 직업이다.

세부 내용

직업 정의

주요 활동

경험/자격
관련학과/전공

미술관 혹은 박물관에서 종사하는 전문인들을 총체적으로 아우
르는 명칭
박물관 및 미술관에서 전시기획, 재정의 확보, 유물 또는 작품의
보존 관리, 자료의 전시,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하는 사람
- 미술관의 학술 및 조사연구
- 난해한 미술 혹은 유물을 대중에게 소개
- 전시의 기본 개념을 잡고, 작가와 작품에 대한 의견교환
- 전시 공간 꾸미기
- 소장품 관리, 등록, 보존․수복, 교육, 전시디자인 등
* 고고학, 사학, 미술사학, 예술학, 민속학, 인류학 등에 대한 이해
* 학예사 자격증 취득
역사학과, 문화인류학과, 고고학과, 예술경영학과, 회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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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관광 분야 유망직업들에 대한 직업 개요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국제관광가이드
국제관광지를 개척하여 얻은 전문 정보를 바탕으로 세계 전역에서 국
내외 관광객을 인솔, 안내, 안전관리, 문화교육, 사후관리 등 국제관광의
전반적인 고객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이다.

직업 정의

주요 활동

경험/자격
관련학과/전공

세부 내용
국내 공항에서부터 해외까지, 그리고 다시 국내까지 국외 관광객을
가이드하거나 국내 관광객을 해외로 인솔하여 가이드하는 사람
- 세계 전역에서 관광객 인솔
- 국제관광지 개척
- 관광지 안내 및 교육
- 관광객 안전관리
- 사후 고객서비스 관리
* 국내여행안내사, 관광통역안내사, 호텔서비스사, 호텔관리사
* 관광통역안내사자격증 취득 후 여행사에서 1～2년간 교육 후 발급
관광통역과, 호텔경영과, 관광경영과, 국제학과, 어문학과

(2) 녹색생태관광가이드
녹색운동 및 웰빙문화 확산으로 부각되고 있는 직업으로서 녹색생태관
광지를 발굴하고, 관광 코스를 디자인하고, 녹색생태교육 및 체험을 촉진
하는 등, 생태관광을 기획하고 가이드하는 직업이다.

세부 내용
녹색생태관광지를 발굴하고, 관광 코스를 디자인하고, 녹색생태교
직업 정의
육 및 체험을 촉진하는 등 생태관광을 기획하고 가이드하는 사람
- 녹색생태관광지 발굴
- 녹색생태관광 코스 디자인
- 녹색생태교육
주요 활동
- 녹색생태체험 퍼시리테이터
- 참여관광객에게 레크리에이션
* 녹색마인드
* 생태환경지식 및 NGO활동 경험
경험/자격
* 관광가이드 경험
관광통역과, 호텔경영과, 관광경영과, 환경학과, 도시계획과, 농업
관련학과/전공
경제학과, 생명자원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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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관광코디네이터
국제적으로 치료와 휴양, 관광을 겸한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부각되는 직
업으로, 해외 환자에 대해 국내 입국에서 출국까지 원무, 의료인 상담, 의료
지원, 휴양치료 겸한 관광 등 의료 및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이다.

세부 내용
직업 정의

해외 환자에 대해 국내 입국에서 출국까지 원무, 의료인 상
담, 의료지원, 휴양치료 겸한 관광 등 의료 및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

주요 활동

- 관광과 결합한 의료서비스, 외국인에 대한 의료사고 대처
- 외국인 환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 관습(문화)의 이해, 국제적 마케팅

경험/자격

* 의료관광 서비스 코디네이터
* 관광가이드 경험
* 의료 및 병원 특장점 이해

관련학과/전공

관광통역과, 관광경영과, 호텔경영과, 의예과

(4) 스포츠마케팅전문가
스포츠를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홍보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스포츠 스타를 발굴하여 고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직업이다.

세부내용
직업 정의

스포츠를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알릴 수 있도록 기획하고,
스포츠 스타를 발굴, 관리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람

주요 활동

-

경험/자격

* 스포츠 경영관리사, S.M.P자격증

관련학과/전공

체육학과, 레저스포츠과, 관광경영과, 문화예술마케팅과, 경
영학과

스포츠를 통한 마케팅 기획
스포츠를 통한 브랜드관리 및 이미지관리 컨설팅
우수선수 발굴
선수관리
선수스카우트
스포츠이벤트 기획 담당
스타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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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관광마케터
국내의 전통, 역사, 문화,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외국에 소개하고, 이를
관광상품화하여 국내외 벤더들에게 공급하는 일을 하는 직업이다.

직업 정의

주요 활동

경험/자격
관련학과/전공

세부 내용
국내의 전통, 역사, 문화,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외국에 소개하
고, 이를 관광상품화하여 국내외 벤더들에게 공급하는 일을
하는 사람. 국내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해외광고 및 해외홍보
를 위한 방안을 기획하고 해외마케팅 업무를 수행하기도 함.
- 국내 관광상품 개발(전통, 역사, 문화자원 활용)
- 국내 관광코스 개발
- 국제회의의 국내 유치에 관한 기획
- 외국인 여행업자, 언론인 등을 초청 국내상품 홍보
- 국제이벤트 개최
* 관광가이드 경험
* 장소헌팅 업무 경험
* 마케팅 업무 경험
관광통역과, 호텔경영과, 관광경영과, 문화예술마케팅과, 국
제학과, 어문학과

(6) 골프튜터
골프장의 지형 분석 및 주요 홀의 특성 분석, 야드(Yard) 거리, 적절
한 클럽의 선택, 부킹에 이르기까지 골프에 관한 제반 활동을 레슨하는
직업이다.

직업 정의

주요 활동
경험/자격
관련학과/전공

세부 내용
골프에 입문하는 초보 비기너(Beginer)부터 프로골퍼에 이
르기까지 각 골프장의 지형 분석 및 주요 홀의 특성 분석,
야드(Yard) 거리, 적절한 클럽의 선택, 온라인 부킹에 이르
기까지 골프에 관한 레슨을 제공하는 사람.
- 골프장의 지형 분석 및 각 홀의 특징에 관한 정보 제공
- 비 거리, 핸디캡 등을 통한 적절한 클럽의 선택 제시
- 라운딩 약속 지원 등
* 세미프로골퍼자격
* 투어프로골퍼자격증
골프지도과, 골프학과, 골프경영학과, 골프산업학과, 골프시
스템과, 사회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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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제회의전문가
전 세계인이나 지도자가 참여하는 세계적 행사들이 한국에서 자주 유
치되면서 부각되는 직업으로서 국제행사를 국제회의 유치, 기획, 준비 진
행, 현장관리,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제행사 및 회의 전문가이다.

직업 정의

주요 활동

경험/자격
관련학과/전공

세부 내용
국제회의 유치, 기획, 준비 진행, 현장관리, 평가 등의 업무
를 수행하는 국제행사 및 회의 전문가
- 컨벤션센터, PCO, PEO, 호텔컨벤션 서비스 부서
- 정부기관(한국 관광공사 등)
- 국가 컨벤션 뷰로(코리아 컨벤션 뷰로)
- 국제 사무처, 지역 컨벤션 뷰로(서울, 부산, 대구 등)
- 각 기업 및 협회와 학회
- 기타 이벤트 단체 등에서 국제회의 관련 업무
* 컨벤션 기획사, 공인된 전문교육과정 이수, 실무경력 6년
이상(A급)
국제학부, 이벤트연출과, 관광통역과, 호텔경영과, 광고홍보학과

(8) 여행상품기획자(MD)
흔히 많이 알려진 여행지가 아닌 새로운 영행지를 발굴하여 이를 여행
상품화하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여행상품을 기획, 개발하고 소비자의 취
향에 맞는 여행코스를 추천, 상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이다.

세부 내용
직업 정의

새로운 여행상품을 기획, 개발하고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여행 코스를 추천, 고객에게 여행상품을 제공하거나 적합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

주요 활동

- 고객의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는 여행상품 개발, 여행자
편의제공
- 성별, 연령, 직업, 여행 목적 등 차별화된 상품 개발
- 여행 일정 조절, 항공권 예약, 현지 호텔 예약 등 해당 상
품과 관련된 모든 과정 기획

경험/자격

* 한국관광공사 통역안내원 자격, 한국관광통역협회 투어리
스트 과정

관련학과/전공

관광통역과, 호텔경영과,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마케팅과

제8장 문화․ 관광서비스 분야 직업전망 및 인력양성 방안

267

(9) 투어컨설턴트
새롭고 다양한 여행상품을 기획, 개발하여 여행객들에게 여행상품을
소개하고 적절한 여행을 컨설팅하는 직업이다.

직업 정의

세부 내용
다양한 여행상품을 기획, 개발하여 여행객들에게 여행상품
을 소개하고 여행 코스 및 여행 난이도, 여행 일정 등에 대
한 전반적인 부분을 컨설팅하는 사람

주요 활동

-

개인 및 단체 여행상품 기획·개발 업무
각종 테마투어상품 기획·개발·진행 업무
인아웃바운드 인솔자 / 로컬가이드
전시·컨벤션 등 국제행사 기획·진행 업무
학교·기업체 등 연수행사 기획·진행 업무

경험/자격

*
*
*
*

CRS자격증
관광가이드
관광통역자격증
전 세계 및 국내여행 경험

관련학과/전공

관광경영과, 호텔경영과, 문화관광과

(10) 여가전문가
진정한 휴식을 조언하고, 여가 레크리에이션의 상담 지도 및 기획 관
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이다.

세부 내용
직업 정의

여가 수요자가 여가(leisure)를 바람직한 자기개발의 시간으
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여가 레크리에이션의
상담 지도 및 기획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주요 활동

-

경험/자격

* 여가관리사(레저관리자)
* 여가학 코스 이수

관련학과/전공

여가학과, 건강관리학과, 레저스포츠과

여가
여가
여가
여가
여가

프로그램의 상담 관리
기획 및 비용 산정
시설 · 장비 · 프로그램의 예약 · 이용 서비스
현장가이드(체험 · 교육 · 훈련 등의 현장가이드)
레크리에이션의 진행 및 지도에 관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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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푸드스타일리스트
외식 문화가 발달하면서 요리도 예술적 경지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에
서, 음식에 시각적인 생명을 불어넣어 요리를 먹음직스럽고 아름답게
디자인하고 형상화하는 일을 하는 직업이다.

세부 내용
직업 정의

주요 활동

경험/자격
관련학과/전공

음식에 시각적인 생명을 불어넣어 요리를 먹음직스럽고 아
름답게 디자인하고 형상화하는 일을 하는 사람
- 호텔 및 외식업체, 식품업체에 소속되어 일하며, 프리랜서
로 일하는 이들도 있음.
- 식품 매장 및 업체에 소속되어 유행 식품의 코디네이션,
메뉴 개발, 식기 연출
- 레스토랑, 호텔의 식공간 디자인, 그 밖에도 책, 광고, 드
라마 등에서 요리 촬영장을 디자인
* 국내외 요리, 식기, 소품, 인테리어 등의 관련 자료를 수
집하고 분석하는 경험
* 한식/일식/중식/양식 등 요리사자격증
푸드스타일과, 식품조리과, 식품영양과, 외식조리과

(12) 호텔리어
호텔서비스가 고도화되고 호텔 업무가 전문화되면서 부각되는 직업
으로서 호텔 실무에 종사하는 전문서비스인을 가리킨다.

세부 내용

직업 정의

호텔 실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일컫는 말로, 호텔을 대
표하는 최고의 전문서비스인.
*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국제적
인 서비스산업을 수행하는 사람

주요 활동

-

경험/자격

* 2년, 4년제 호텔경영교육, 호텔교육원을 통한 교육 수료

관련학과/전공

호텔경영과, 관광경영과, 문화관광과

호텔 사무관리
호텔영업
객실관리
식음료관리
조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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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테마파크기획자
전통, 역사, 문화, 관광콘텐츠를 기반으로 테마를 개발하여 적절한 아
이템을 선정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기획하여 디자인하고 이를 구현하는
직업이다.

직업 정의

주요 활동

경험/자격
관련학과/전공

세부 내용
테마파크, 워터파크, 테마 박물관, 테마 상가의 테마와 컨셉
을 설정하고 이를 디자인으로 구현하는 사람
- 테마 개발
- 아이템 선정
- 테마파크 분석 및 시장분석
- 테마파크 기획
- 테마파크 디자인(유니버셜 디자인개념 도입)
* 놀이동산 기획 업무 경험
* 공원디자인 경험
* 도시계획/디자인 업무 경험
도시계획과, 생활주거학과, 관광경영과, 건축설계과

(14) 한식요리사
한국적 전통을 살린 한식요리를 기획, 개발하고 이를 조리하고 세계화
하는 직업이다.

직업 정의

주요 활동

경험/자격
관련학과/전공

세부 내용
호텔·식당·주점 등의 숙박·음식업소에서 한식을 요리하고 이
를 세계화하는 사람
- 일반음식점, 호텔 내 레스토랑, 학교·회사·병원 등의 집단
급식소, 전문 외식업체, 식품가공업체 등으로 진출하거나
직접 음식점 경영
- 호텔이나 고급 레스토랑, 전문 외식업체 등의 경우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 전문대학 이상의 조리 관련 학과 졸업
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음.
- 한식 세계화를 위한 연구, 개발
- 한식 세계화 마케팅
* 한식조리기능사, 조리(한식)산업기사, 조리기능장
* 글로벌요리 코스 이수 경험
* 한식당 조리사 근무 경험
식품조리과, 식품영양과, 푸드스타일과, 외식조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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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관광마케팅전문가
차별화되고 특화된 관광 전략상품을 계층별․타깃시장별로 개발하고
이를 홍보마케팅하는 직업이다.

세부 내용
직업 정의

주요 활동

관광상품, 축제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해 특화된 전략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하는 사람.
- 관광상품 개발
- 계층별․타깃시장별 차별화 마케팅 추진
- 관광분야 국제행사 추진 및 인적교류
- 공항 활성화
- 국내․외 관광객 증가 추진

경험/자격

* 마케팅 업무 경험
* 관광 업무 종사 경험
* 상품 기획과정(MD) 이수

관련학과/전공

관광경영과, 관광통역과, 호텔경영과, 문화관광과, 문화예술
마케팅과

4. 문화․관광서비스 분야 유망직업의 인력양성체계
문화․관광서비스 분야의 산업분류나 직업분류에서도 나타난 사항이
지만 문화․관광서비스 분야는 다른 어떤 산업이나 직업 분야보다도 분
류가 어렵고 몇몇 직업을 빼놓고는 대부분 산업 내 직업변화가 심한 편이
다. 그러다 보니 문화․관광서비스 분야의 유망직업은 다른 분야의 유망
직업들에 비해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편이다. 이 점이 문화․관광서비스
분야에서 유망직업을 제시하는 어려움이자 한계라는 점에서, 유망직업에
따른 인력양성체계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고 본다. 대학이나 훈련기관 등 양성기관에서는 잠깐 유행처럼 부각되는
유망직업이 아닌 중장기적인 고용가능성과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직업
에 대비한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방향은 중장기적이면서
도 실행은 단계적인 인력양성체계를 염두에 두고 몇 가지를 제안하면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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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5> 문화․관광서비스 분야 종사자수 많은 직업(종사자 1만명 이상 직업)
문화․관광서비스 종사자수 많은 직업
종사자수 증가율이 높은 직업
(평균증가율 10% 이상 직업)

종사자수
증가율이 낮은 직업

문화분야

지휘자·작곡가 및 연주가, 행사기획자, 사진작가
및 사진사, 만화가 및 만화영화 작가,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작가 및 관련전문가, 번역가, 영
화․방송감독 및 기술감독, 배우 및 모델, 제품 공예원, 출판물전문
디자이너, 패션 디자이너, 실내장식 디자이너, 시 가, 토목공학기술자
각 디자이너, 웹 및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캐드
원, 건축가 및 건축공학기술자, 조경기술자, 광고
및 홍보전문가

관광분야

음식서비스 관련자, 여행사무원, 여행 및 관광
통역안내원, 숙박시설서비스원, 항공기 객실승
무원,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강사, 여가 및 스포츠 관련 종사원, 피부미용 및 체형관리사,
오락시설 서비스원

첫째, 문화․관광서비스 분야의 절대 고용자수가 많은 직업에 대한 인
력양성이다. 이들 직업에 대한 인력양성은 <표 8-15>에서 보듯이, 종사
자수 증가율이 높은 직업과 낮은 직업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전자는, 현재 직업 분야 내에서 고용요구도 높고 증가세도 좋지만, 인
력수급 계획에 의거한 중장기 인력양성체계가 필요하고, 직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비즈니스 마인드 형성 및 직무수행을 위한 현장 지향적 재교
육 강화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문화․관광서비스 분야는 예술가 정신 또
는 장인정신을 강조하면서 직업 자체의 순수성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왔
고, 그러는 과정에서 서비스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고객’을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초래되어 직업 자체가 도태되거나 약화되는 경우가 많
았다. 따라서 문화․관광서비스 분야에서 고용자수가 많고 종사자수 증
가율도 좋은 직업들의 경우, 인력양성 시 서비스업의 기본인 고객이나 시
장마인드에 대한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현재 고용자수가 많
고 고용증가가 예상되는 직업이 향후에도 지속적 발전을 보장하려면 인
력양성 시 현업인력의 경력단계별(초급-중급-고급) 교육체계가 마련되어
야 하고, 현재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직무 재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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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어, 사진작가 및 사진사는 종사자수는 24,500명에 달할 정도로 고용
자수가 많은 편이지만, 디지털 고급사진기의 대중 보급이나 사진 편집기
술의 발달로 향후 상당한 정도로 직업적 위협이 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일반인들의 기술수준을 뛰어넘는 실무 위주의 직무 재교육이 절실히 필
요한 상태이다.
후자는, 현재 직업 분야 내에서 고용자수는 많으나 증가율이 낮거나 마
이너스여서 향후 고용을 보장하기 어려운 직업들이라는 점에서, 직업능
력을 디지털 기술이나 첨단기술로 업그레이드하거나 창의적인 직무수행
능력을 길러주는 쪽으로 보강이 필요하다. <표 8-15>에서 보는 바와 같
이 문화산업에서 이러한 직업군에 속하는 공예원이나 출판전문가의 경우,
디지털 기반의 공예기술 발달이나 디지털 출판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하
여 시장에서 서비스 수요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데에 따른 현상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디지털기술을 접목한 업그레이드가 인력양성 시 고려
되고 무엇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개발능력이 함께 육성되어 직업의 기
본적인 경쟁력을 높여주는 쪽으로 훈련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문화․관광서비스 분야에서 다양한 경로로 추천된 유망직업들에
대한 인력양성이다. 앞서 제시한 유망직업을 보면, 문화 분야에서는 앱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게임기획자, 3D 영상․영화 콘텐츠 제작자, 스토
리텔링전문가, 음악․영상 콘텐츠 저작권 전문가, 모바일 콘텐츠 개발자,
공연프로모터, 브랜드 네이미스트, 공연기획전문가, 디지털미디어컨설턴
트, 컬러리스트, 전자출판전문가, 영화기획자, 예술경영컨설턴트, 큐레이
터(미술관, 박물관) 등이 있고, 관광 분야에서는, 국제관광가이드, 녹색생
태관광가이드, 의료관광코디네이터, 스포츠마케팅전문가, 국제관광마케
터, 골프튜터, 국제회의전문가, 여행상품기획자(MD), 투어컨설턴트, 여가
전문가, 푸드스타일리스트, 호텔리어, 테마파크기획자, 한식요리사, 관광
마케팅전문가 등이 있다.
먼저 유의해야 할 것은, 이들 문화․관광서비스 분야의 유망직업들은
라이프사이클이 짧거나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대학이나 훈련기관에서
학과 신설과 같은 모험적인 투자보다는 연계전공 개발이나 직종전환 훈
련 등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망직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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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력수급 전망이나 인력양성 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한다. 유망직업
가운데에는 현재 고용자수도 많고 앞으로도 고용자수가 많은 직업이 있
는가 하면 직업에 대한 가치와 보람이 큰 희소직업들도 포함될 수 있기
에, 인력수급 계획에 따른 계획적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특히,
유망직업이라고 하면 다수의 4년제 대학, 2년제 대학에서 학과 신설을
한다거나 기존과를 유망직업에 맞게 개편하는 일이 많다. 그러나 학과
신설이나 개편보다는 체계적인 인력양성을 위한 목적 달성이 더 중요하
다는 점에서, 관련 전공에서 유망직업에 추가된 직무기술이나 기능을 추
가할 수 있는 연계전공을 개발하여 다양한 유망직업의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인력 수요에 대응하는 융통성 있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인문대 국문과에서 미대 회화과와 연계하여 ‘게임기획자’ 양
성 연계전공을 개발하는 것, 예술학부와 경영학과 연계하여 ‘예술경영컨
설턴트’ 양성 연계과정을 개발하는 것, 식품영양학과와 시각디자인과가
연계하여 ‘푸드스타일리스트’ 양성 연계과정을 개발하는 것, 사학과와 문
예창작과가 연계하여 ‘스토리텔링전문가’ 양성 연계전공을 개발하는 것,
관광경영과와 의예과가 연계하여 ‘의료관광코디네이터’ 양성 연계전공을
개발하는 것, 국제학부와 관광경영과가 연계하여 ‘국제회의전문가’ 양성
연계전공을 개발하는 것 등이 사례가 될 수 있다.
문화․관광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기존 인력들의 경우, 유망직업으로
직무기술 업그레이드를 위한 훈련프로그램 개설이 필요하다. 이 역시 현
재의 직업에서 보다 유망한 직업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바로 전환되는 것
이 아니라는 점에서 유망직업에 맞는 기술적․기능적 준비를 해두는 것
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문화․관광서비스 분야의 글로벌화에 비추어볼 때, 유망직업은 국내
노동시장만이 아니라 해외 노동시장으로의 진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력양성 시 글로벌 근무 경험자나 글로벌 관련 직무경험자(무역 등), 해
외 학위소지자 등을 대상으로 한 문화․관광서비스 전문가 육성 훈련프
로그램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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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HRD 체계의 문제점과 지원방안

문화․관광서비스 분야의 인적자원개발(HRD)은 크게 양성단계의 교
육훈련과 재직단계의 재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양성단계의 교육훈련은
주로 중고등학교, 훈련기관, 2년제 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등에서 이루
어지고, 재직단계의 재교육은 문화․관광 관련 전문기관의 아카데미, 대
학부설 아카데미, 대학원 코스, 훈련기관의 실무자교육 코스, 문화․관광
관련 기관의 자체 직무교육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각 단계별로 인적자원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다. 이하에서
는 문화․관광서비스 분야 인적자원개발(HRD)의 문제점들을 구체적으
로 살펴보고 문제해결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이하에
서 제시하는 문화 및 관광 분야 HRD 체계의 문제점과 활성화 지원방안
은 각 분야의 전문가 인터뷰 결과를 종합 정리한 의견임을 밝혀둔다.

1. HRD 체계의 문제점
문화․관광서비스 분야 HRD 양성단계의 경우, 관련학과 전공에서 교
육이 이루어지지만 문화․관광 분야의 인력수급 계획이라는 큰 그림 속
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기관 나름대로의 방식과 판단으로 제
각각 이루어지는 등, 체계성이 부족하고 교육 내용이나 방법이 실무 현장
과 괴리가 존재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재직단계의 교육 역시
문화․관광서비스 분야의 인력양성 계획에 따른 교육이 아니라는 점에서
체계성이 부족하고 재직자의 경력성장단계별(초-중-고급), 직무별 실무
교육이 부족하다는 등 역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가. 문화 분야 HRD 체계의 문제점
첫째, 문화 분야의 직업분류 체계가 불분명하고, 관련 직업별 중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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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수급 계획이나 인력양성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직업
분류가 모호한 점은 본 연구를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되겠지만, 이를 합의
하고 확정짓는 후속 단계가 곧바로 이어져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함축되어 있다. 문화 분야 각 직업별로 필요한 인력수요 및 공급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다 보니 과공급과 과수요가 혼재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특정 분야는 노동시장 수요에 비해 너무 많이 공급되고, 또 다른 특정 분
야는 노동시장 수요에 비해 너무 조금 공급되는 불균형이 문화 분야 노동
시장에 존재하는 것이다. 인력수급 계획이 불분명하다 보니, 노동시장을
둘러싼 인력양성 체계, 즉 공급 체계도 모호해지는 것이다. 어느 분야에
서 언제까지 어느 정도의 인력을 양성해야 하는지 기준이 없으니 양성기
관마다 제각각의 기준으로 양성이 이루어지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개인들도 저마다의 기준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둘째, 우리 사회가 지식기반사회로 급속도로 전환되고 글로벌화가 진
행되는 상황에서, 문화 분야를 이끌어갈 리더 및 직무전문가에 대한 정의
(인재상)도 불분명하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전략적 계획 수립도
미흡한 실정이다. 문화 분야에서 인적자원개발을 통해 기르려고 하는 인
재가 누구냐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문화
분야가 가진 내재적 속성, 즉 가치지향성이라는 속성에 기인하는 문제라
고 할 수도 있지만, 이를 구체화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문화 분야를 이끌어 갈 리더와 각 직무전문가에
대한 정의가 내려진다면, 이제는 이들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전
략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는 인력양성 계획과 더불어 어디에서,
어느 정도로, 언제까지,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목표지향적이면서도 전략적이고 단계적인(단기-중기-장기) 계획이 되는
것이다.
셋째, 문화 분야 양성단계 각 기관별로 인적자원개발의 역할 분담이 모
호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다. 초등-중등-고등교육(대학, 대학원), 훈
련기관 등 양성단계 각 기관별로 문화 분야 인력양성을 위해 어떠한 역할
을 맡고 있는가에 대한 역할 규명이 미흡한 것이다. 직접적이고도 구체적
인 문화산업형 인력을 길러내기 이전에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국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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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변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문제
는, 초․중․고의 기초문화예술교육의 부재이다. 입시 위주의 교육은
초․중․고 내내 문화 향수를 마음껏 즐기지 못하게 한다. 문화예술기관
의 공연이나 전시를 관람하러 가는 것을 단순히 공부 안하고 놀러가는 것
으로 인식하거나 그나마 있는 미술․음악 시간을 대충 떼우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기초문화예술교육은 거의 부재한 상태인 것이다. 문화 향수를
어디가서 어떻게 즐겨야 하고, 그곳에서 예절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가르치지 못하다 보니 어른이 돼서도 자유롭게 문화예술을 즐기지 못하
는 것이다. 중고등 단계에서는 예술 중고등학교를 통해 문화예술 영재를
조기에 확보하게 되지만, 이 역시 입시 위주로 흐르면서 체계적으로 기초
를 배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대학이나 대학원의 경우도 예술가 양성에 집
중하다 보니 문화산업 전반에 필요한 리더나 직무전문가를 육성해 내지
못하는 것이다.
넷째, 전공교육과 현장교육 간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양성단계
의 대학, 대학원 등의 전공교육과 실제 졸업 후 취업하게 될 문화산업 현
장의 요구와는 상당한 거리가 존재한다. 현재 예술대학 교육과정의 이론
대 실기 비중은 80 : 20으로, 교육 수요자 및 전문가들의 요구인 60 : 40
혹은 50 : 50의 비율에 크게 못 미친다. 이처럼 전공교육이 이론에 치우치
고 순수성에 몰입하는 동안 산업 현장의 수요는 시장과 고객의 요구에 맞
춰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면서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를 좁히
기 위한 노력이 일부 교수들에 의해 시도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학교
중심의 양성 체계가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산학협력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보니 현장에서는 오히려 문화예술 관련 학과 출신들이 융통
성이 없다고 꺼리는 현상도 발생하게 된다.
다섯째, 문화 관련 훈련기관의 프로그램이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하
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현장 출신 교수 인력도 부족하고, 단순 제작실
습 중심의 교과과정으로 인해 훈련기관 졸업생의 능력이 산업체 요구 수
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 훈련기관을 졸업했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
별도의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렇듯 오랫동안에 걸쳐서 양성훈
련을 받았지만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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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 현장지향적인 전문성을 갖추면서도 창의성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것
이 과제로 남는다.
여섯째, 문화 분야 인력의 입직 후 재직단계에서 직무별․직급별 재교
육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황준욱 외(2008)에 의하면, 문화산업 종사 인력
들의 재교육 요구는 매우 높은 편이지만(4점 만점에 3.14점), 실제로 이를
받아본 사람은 3분의 1에 불과하고, 받은 교육의 실효성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직단계에서 재교육 필요도가 높게 나오는 것은, 학교교육이
현장과 동떨어진 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이고, 현장에서 실무를 하며
느끼는 어려움이 그만큼 크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재교육은 무엇보다
도 문화산업 종사자들의 경력개발 차원(신입-초급-중급-고급-최고급)에
서 단계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지원이 그만큼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일곱째, 문화산업으로 우수인력, IT 및 순수예술 분야 등 유관산업 인
력이 유입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며,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지원을 위
한 인력 검증 및 채용 체계, 경력개발 체계, 인력DB 구축 및 활용 체계
등의 종합 인력정보 시스템 등의 구축이 미흡하다. 일단, 문화산업은 ‘괜
찮은 일자리’라는 인식보다는 ‘열악하지만 뜻을 펼치기 위해 참아야 하는
일자리’로 인식되는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해야 한다. 문화산업으로 우수인
재가 취업하기를 꺼리는 한 문화산업의 경쟁력은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세계적인 뮤지컬 공연으로 연간 5천 억 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캐나다 공
연팀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산업을 구성하는 다양한 인재가 문화
산업으로 유입되도록 매력적인 유인장치와 지원장치가 보완되어야 한다.
나. 관광 분야의 HRD 체계의 문제점
주 40시간 근무제와 주 5일 수업제 정착 등으로 관광 수요 확대에 따른
다양한 관광 활동이 확대되고 있다. 관광산업은 숙박업과 여행업 등 기존
관광업종의 다변화와 국제회의, 크루즈 등 전문 업종으로 세분화되고 있
는 추세이다. 그러나 관광정책 관련 인적자원의 질적인 측면에서의 평가
는 관광부문 연구기관을 제외한 전 부문에서 보통 이하의 평가를 받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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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중앙정부의 경우도 높지 않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류광훈․전효재․최승묵, 2006). 이에 관광산업의 인력 전문성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광부문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현재의 인적
자원 관련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첫째, 관광인력 양성을 위한 중장기 대응책이 미흡하다. 현재 관광인력
은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인력양성 계획이나
지역의 특성, 관광산업 현장의 구조 등에 대한 중장기적 종합계획이 부재
한 상태에서 추진되다 보니, 관광의 융합화, 의료관광, 생태관광, 슬로우
관광 등 급변하는 관광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관광인력이 부족한 실정이
다. 관광업계 또한 인재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교육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단기적 처방 마련에만 급급해 인재 육성과 개발을 등한시한 것도 하나
의 문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관광 관련학과의 커리큘럼이 현장과 괴리가 있다는 점이다. 최근
들어 현업 출신 교수들이 대거 대학으로 유입됨으로 인하여 일부 문제가
해소되고 있으나 아직도 상당 부분 커리큘럼의 내용이 현장과 동떨어진
1980∼90년대 관광환경에 입각한 이론이나 사례가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
다. 국내외 관광객 증가와 관광 행태의 변화 등 관광 현장의 변화가 너무
빨라 곧바로 학교 커리큘럼에 반영하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2∼3년에
한번은 업데이트가 필요한 것이다. 변화하는 관광환경에 맞는 관광 관련
대학과 관광산업 간 커리큘럼 연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관광산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시설 인프라와 지속적인 교육
체계가 미흡하다. 지역 내 관광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
광 종사자들의 교육훈련이 필수적이다(Leone Ohnoutka & David W. Hughes,
2002). 특히 관광산업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관광에 대한 요구가 다양해지
자 역사와 문화관광을 잘 이해하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
의 필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국가 간 관광부문 투자유치 경
쟁이 심화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 환경변화가 빠르게 전개됨에
따라 비전문가들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
다. 또한 국내 관광 전문인력 교육구조는 아직까지 체계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다양한 시각 차이 때문에 일원화된 교육 체계를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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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전효재, 2006).
넷째, 관광 분야 종사자의 재직단계 재교육이 미흡한 실정이다. 일단,
교육기회도 적고 체계성도 부족하다. 협회나 일부 대학에서 재직자 대상
프로그램을 개설하지만 일부 대기업의 참여 정도가 있을까 대부분의 중
소 여행사 직원들은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 규모가 작고 영세한 여행사들
의 경우는 재교육은 매우 힘든 것이 사실이다. 한 사람이 빠지면 업무 공
백으로 인하여 서비스에 차질을 초래하기 때문에 교육 참여가 어려운 것
이다. 종사자의 소속기관의 규모별․재직자의 경력단계별 다양한 프로그
램이 개설되되 매우 실무지향적인 커리큘럼이 필요한 것이다. 다섯째, 관
광 종사원의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관광 종사원 자격제도가 운영
되고 있지만, 관광 사업체뿐만 아니라 종사원 자신도 자격증에 대한 필요
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자격제도 및 자격시험 운영방
식으로 이러한 관광산업 환경변화를 전적으로 수용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으며, 일부 불합리한 부분들을 내포하고 있어 기존의 자격시험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그리고 현장에서 일차적으로 직접
관광객을 접하는 관광 종사자들에 대한 자격제도 개선과 교육 및 지위개
선이 미흡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김덕기․유지윤, 2001; 권혁정, 2001).
통상 전문분야 자격제도는 4∼5년마다 갱신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수준을 업그레이드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자격제도의 권위 강화
와 더불어 교육연계가 필요한 것이다.
여섯째, 관광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지역 관광전문인력의 육성이 부족
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관광 투자유치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순환보직제 등으로 인해 투자유치 담당자가 수시로 변경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유치 노하우의 축적, 잠재적 투자자와의 관계
유지 등에 한계가 있다. 최근 들어 관광환경의 변화로 관광 업무는 이제
일반행정와 달리 전문화하는 추세에 있다. 일반행정의 하나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전문행정의 하나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관광산업 발전, 지역 관광지의 국제적 관광지화, 해외관광 투자유치, 저탄
소 녹색관광 활성화 등 공공기관 관광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가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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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째, 세계 13위 경제선진국으로서 글로벌 코리아의 이미지 구축을
위한 국제적 협력사업이 미흡하다는 것이고, 이를 뒷받침할 전문인력 육
성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해외관광객 유입이 증가 추세에 있지만 해외관
광객이 선호하는 관광지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는 해
외관광객들이 선호하는 관광 시설에 대한 문제나 서비스의 문제로 나타
나는데, 이를 해결할 국제적인 협력, 즉 국제적인 관광전문인력 교류라든
가 기술제휴 성격의 서비스 제휴라든가 국제인증 프로그램과 같은 적극
적인 국제교류 협력이 관광 분야에도 필요한 것이다.

2. HRD 활성화 방안
이상, 문화․관광서비스 분야의 HRD 체계상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전
반적인 문제는 인력양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부재하거나 양성단계 교
육과 재직단계 교육 간에 괴리가 존재하거나 재교육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활성화 지원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문화․관광서비스 분야 직업분류체계 확립 및 중장기 인력양성
계획 수립
문화․관광서비스 분야의 직업분류체계를 확립하고, 직업별 중장기 인
력수급 계획이나 인력양성 계획의 수립이다. 문화․관광서비스 분야 직
업분류에 따라 각 직업별 노동시장 수요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바
탕으로 중장기 인력 수요-공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수요 예측
및 공급량 조사는 100%의 정확성을 갖기가 어렵지만 노동시장패널 조사
에서 습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문화․관광서비스 분야 노동시장 수요패
널조사를 정례화한다면 인력수급 계획의 정확성도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
이를 통해, 문화․관광서비스 분야 노동시장의 수급불균형을 상당한 정
도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새롭게 부각된 신생직업이나 유망직
업에 대한 잠재 수요를 찾는 것은 이들에 대한 노동시장의 관심이 높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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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일차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다만, 인력수급 계획은 그 발표가 갖
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자 한다. 과거 10년 전, IT 인력수급 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IT 인력이
작게는 5만 명에서 10만 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발표한 이래, 전국의 2년
제, 4년제 대학과 각종 훈련기관에서 저마다 IT학과를 신설한다든지, IT
학과로 전환한다든지, IT프로그램을 개설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한꺼번에
몰려든 적이 있다. 이로 인해 블과 5년도 채 안돼 부족인력을 채운 것은
물론이고 10만 명 이상 인력 과공급 사태가 발생해 현재까지도 IT 초급
인력은 그 수가 많이 넘쳐나고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으며 하향 취업의 원
인이 되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인력수급 계획은 곧 인
력양성 계획과 상호연계 하에 발표․운영되어야 한다.
나. 문화․관광서비스 분야 인재상 정립 및 전략적 육성
문화․관광서비스 분야를 이끌어갈 리더 및 직무전문가 등 문화․관광
서비스 분야 인재상을 정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전략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문화․관광서비스 분야를 아우르는 시장지향형 서비스
맨을 육성해야 한다. 우리의 문화산업이 5,000년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
고, 관광산업이 4계절이 뚜렷한 천혜의 금수강산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우리의 전통과 역사를 살리면서도 우리만의 고유성과 차
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글로벌 시장을 견향한 시장지향적 전문가가 육
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문화․관광서비스 분야의 인재상을 규명하고,
인재상을 구성하는 역량을 정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그러한 인재상과
역량을 습득시키기 위한 리더와 각 직무전문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
들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계획이 단기-중기-장기로 나누
어 수립되어야 하고,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관광서비스 분야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문 HRD 조직을 설립
하여(가칭 문화․관광서비스 인적자원개발협의회) 범정부적 또는 정부기
관 차원의 교육․훈련 체계를 정비하고 추진하는 방안이 권고된다. 이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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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 문화․관광서비스 분야 인적자원의 수급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산업별․직업별 인력 전문화를 통한 지식노동자 양성을 위한 방향을 제
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국가 전반에 걸친 문화·관광서비스 분야 인
적자원의 양적․질적 기본방향을 확립하고 개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다. 문화․관광서비스 분야 HRD를 위한 학교교육의 역할 강화 및
산업현장과의 연계
문화·관광서비스 분야 양성단계 각 기관별로 인적자원개발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대학 및 초중등 교육과 산업현장을 연계하는 노력이 강화되
어야 한다. 초중등 교육은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의 저변을 확대하는 차원
에서 문화예술 기초교육과 관광이 연계된 체험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는 1천만에 가까운 학생들이 문화향유 활동과 관광체험 활동의 일차
소비자가 된다는 점에서 문화․관광서비스 분야의 산업 기반을 폭발적으
로 확대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문화․관광서비스를
즐기는 문화와 풍조가 어릴 때부터 생기고 이를 통해 문화․관광서비스
분야의 인재로 진출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고등교육, 즉 대학 및 대학원은 보다 산업현장에 가까운 커리큘럼 편성
으로 산업현장과의 괴리를 줄일 필요가 있다. 현재 예술대학 교육과정의
실기 대 이론 비중은 80 : 20이지만, 향후 이를 50 : 50 또는 40 : 60으로
실무지향적인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커리큘럼만
이 아니라 산업현장 출신의 교수진을 구축하고, 산업현장 전문가들과 팀
티칭 방식으로 수업을 운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구나, 신규 유망직업
수요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학과를 신설하기보다는 관련 전공에 있는 학생
들에게 연계전공 코스를 통해 유망직업에 대한 대응력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관광서비스가 일어나는 산업현장을 교과서 삼아 수업의
일부를 학교에서 진행하고 나머지는 산업현장과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문화․관광서비스 분야는 고객과 시장을 통해 그 존재
가치가 인정되는 시장지향적 산업이다. 아무리 이론적이고 원론에 충실
한 영화를 만들었지만 관객이 외면한다면 그 영화는 스크린을 확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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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다. 그러한 특성은 방송프로그램, 출판물, 만화, 게임, 디자인, 관광상
품, 스포츠 오락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공히 적용되는 명제인 것이다.
라. 문화․관광서비스 분야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재교육 강화 및
학습인프라 구축
문화․관광서비스 분야 인력의 입직 후 재직단계에서 직무별․직급별
재교육이 필요하다. 이때, 재교육은 문화․관광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의
경력개발 차원(신입-초급-중급-고급-최고급)에서 단계적이면서도 체계
적인 지원장치로 만들어져야 한다.
문화․관광서비스 분야 재교육은 각 직무별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철
저한 역량 진단을 통해 부족한 역량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공통 역량, 리더십 역량, 직무전문 역량 등 역량
진단을 통해 요구수준 대비 자신의 갭을 분석하고 그러한 갭을 줄이기 위
한 개발계획이 연동된 교육프로그램이 설계, 개발되어야 한다. 문화․관
광서비스 분야 재교육에서 직무교육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공통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인데, 특히 고객지향 서비스마인드 형성과 사업마인드 강
화가 필요하다. 순수성을 강조하면서 본의 아니게 외면했던 ‘시장’과 ‘고
객’을 중심에 놓고 자신들의 서비스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새롭게 개발하
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재교육을 통해 문화․관광서비스 종사자들의 사업기획․창
작․개발․유통․유지관리 등 사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
켜야 한다. 이를 위해 장르별․직종별 전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해외
선진기업체 및 교육기관으로서의 인턴십, 연수 등의 다양한 학습 지원도
필요하다. 특히, 문화․관광서비스 분야의 국제적 환경변화를 이해하고,
국내외 성공 사례를 우리 산업에 접목시킬 수 있는 사례분석 및 벤치마킹
이 포함되어야 한다. 재교육 프로그램은 철저하게 실무지향적으로 만들
어져야 한다. 교육이 실시된 후에는 현업 적용효과를 측정하고 이를 피드
백하여 교육프로그램 개선에 활용해야 한다.
최근 들어, 현장학습가 일상학습이 강조되면서 실무자들 간에 현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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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축적한 노하우를 상호교환하는 학습동아리 활동(Community of
Practice : CoP)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문화․관광서비스야말로 암묵지
의 형태로 축적된 현장 노하우가 매우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실무자들 간에 On-Off line을 넘나드는 CoP가 활발하게 전
개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학습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마. 문화․관광서비스 분야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전문가 인증제 및
자격제도 연계 강화
현장에서 일차적으로 직접 관광객을 접하는 관광 종사자들에 대한 자
격제도 개선과 자격 및 교육연계가 필요하다. 문화예술 기업경영, 문화콘
텐츠 개발, 관광정책 및 관광아이템 개발 등 실무 현업경험을 충분히 쌓
고 경력단계별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을 분야별로 선정하여 경력인증
자격을 부여하는 ‘(가칭)문화․관광서비스 분야 전문자격제’를 도입을 검
토해볼 수 있다.
한편, 문화․관광서비스 분야의 국제화 추세에 비추어, 기존의 문화․관
광서비스 분야 자격제도에 대하여 국제적 통용을 위한 자격제도의 국제화
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적 역량을 실무자 교육에 반영하
고 그에 대한 평가를 국제적 자격인증 장치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관광서비스 분야의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인력의 해외진
출(해외연수, 유학 등)과 해외 고급인력을 국내로 유입(거장 초빙, 해외 우
수마케터 유입 등)시키는 Two-way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전
체 종사자 대상의 인력 DB의 구축을 통한 경력개발, 자격검증 등의 지원체
계 마련을 통해 보다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변환되고 One-Source Multi
Use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정부 주도로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문화․관광서비스 분야의 특성상 많은 인재들이 프리랜서로 활동
하고 있지만, 이들의 활동이 경력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차제에 이
를 경력인증제에 연동하여 인정하고, 문화․관광서비스 분야 종사자의
임금수준도 전반적으로 향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학원 나온 고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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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150만∼180만 원을 받는 현실도 존재한다는 점(문화단체 인터뷰 시
제기된 의견)에서 우수한 인재가 문화․관광서비스 분야에 올 수 있는 흡
입요인을 개발하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렇게 되면 문화콘텐츠산업이 괜찮은 일
자리로 인식되면서 재능 있는 사람들의 유입이 높아질 것이다.
바. 문화․관광서비스 분야 글로벌화․전문화․IT화를 뒷받침할
전담인력 육성
문화·관광서비스 분야는 급속도로 전문화하고 있으며, 국제적 환경변
화로 글로벌화하고, 지식기반사회로의 변화로 급속도로 유비쿼터스화 또
는 IT화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문화․관광서비스 분야를 전문 분
야로 보아야 하며, 이는 공공기관도 함께 변해야 하는 것이다. 문화․관
광서비스를 일반행정의 하나로서가 아니라 전문행정의 하나로 인식해야
한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관광산업 발전, 지역의 문화․관광서
비스 분야 발굴 및 글로벌화, 해외관광 투자유치 등 공공기관의 관광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더불어, 문화․관광서
비스 분야 인력의 국제적인 협력, 즉 국제적인 전문인력 교류나 서비스
제휴, 국제인증 프로그램 도입과 같은 국제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
다. 이를 위한 전담 인력의 육성은 이미 늦은 감이 있으며, 이는 각 지자
체별로, 대형 규모의 문화․관광서비스 기관별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부처 간 그리고 지자체 간 문화․관광서비스 인력의
교류를 확대하여 문화․관광산업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
하는 방안도 권고된다. 또한 문화․관광산업정책의 모니터링 체계를 구
축하여, 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최종 성과까지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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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문화․관광서비스 분야 기업 성공사례

제1절 기업 성공사례 분석틀

1. 서 론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어 가면서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확대
되고 있다. 하지만, 단순한 서비스산업의 비중 확대가 선진국형 산업구조
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4). 선진국형
으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양적인 확장뿐만 아
니라 질적인 측면에서의 향상도 병행되어야 한다. 서비스산업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 분야를 창출하고, 산
업 종사자들의 기술 및 숙련 수준을 고도화하고, 지속적인 이윤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업의 조직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서비스 분야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근로자들의 숙련수준을 끌어올
리며 서비스 분야 기업들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서비스산업의 특징
인 고부가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서비스산업 중에서도 문화산업은 이러한 고부가가치 창출의 잠재력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문화산업은 출판, 음반,
게임, 영화, 방송, 공연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범위를 포괄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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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의 경제성과 범위의 경제성으로 인해 투입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4).
영화산업의 예를 들어 보면, 영화는 일단 제작되고 나면 관객수에 상관
없이 거의 동일한 비용으로 영화를 상영할 수 있다. 즉, 영화사의 비용 구
조는 높은 고정비용과 낮은 가변비용의 특징을 가지며, 관객수가 늘어날
수록 영화의 평균 비용은 감소하는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
다. 또한, 무형적 성격이 강한 콘텐츠 상품은 일단 제작되면 다양한 상품
으로 재가공되어 여러 경로를 통해 판매될 수 있기 때문에 범위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특히, 문화 콘텐츠는 적은 비용으로 재가공될 수 있어
One-source/Multi-use, Media-Mix 전략이 문화산업에서 광범위하게 활
용되고 있다. 이처럼 문화상품은 일단 소비자들의 선호를 받게 되면 적은
추가적인 자원의 투입으로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고부가가
치 창출의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관광산업도 문화산업과 비슷한 특성을 가진다. 관광산업도 문화사업과
같이 높은 규모의 경제성과 범위의 경제성을 보인다. 관광지의 예를 들어
보면, 일단 관광지를 개발하고 관광객들을 어느 정도 유치하고 나면 추가
적인 관광객을 수용하는 데에는 별다른 추가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
에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 관광지를 개발하고
나면 기념품이나 인근 관광지의 관광객 유치 등 추가적인 관광상품의 판
매로 연결되기 때문에 범위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따라서 관광상품도
일단 개발되고 관광객들의 선호를 받게 되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
는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문화 및 관광 분야의 고부가가치 창출의 잠재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기업 규모의 소규모성, 비전문 기업 비중의 과다,
기업 간 및 산업 간 협업 문화의 미정착, 인력양성 기반 취약 등과 같은
산업 발전의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구문모, 2003). 특히, 인적자원개발은
인적자원개발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강순희, 2001), 교육 및 훈련 프로
그램 및 자격 기준 미비, 인적자원개발에 필요한 지원기반 미흡 등으로
인해 필요한 양질의 인력을 충분히 양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
한 산업 수준의 문제점은 기업 단위의 경영 체제에도 영향을 미쳐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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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문
화․관광서비스 분야에서 성공한 기업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기
업들이 우리나라 산업 및 기업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 및 제한점들을 어떻
게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지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방법론
이 연구는 문화산업 분야의 성공 기업들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 방법틀
을 마련하였다. 이 연구는 양적 방법론이 아닌 질적 방법론에 해당하는
사례조사(case study) 방법을 사용하였고, 실질적인 자료 수집은 심층 면
접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사례조사 방법은 설문조사와 같이 많은 수의 표
본을 이용하여 대표성 있는 정보를 얻기는 어렵지만 몇몇 중요한 사례들
에 대한 심도 있는 정보 수집을 통해 각 사례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깊이 있는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문화 및 관광산업의 성공적인 기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일종의 ‘성공 메
커니즘’을 밝히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례조사 방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인 기업의 선정은 업계에서의 위상(하나투어), 급
속한 성장 및 성장 잠재력(나미나라공화국), 생산물의 사회적 인지도(오
콘)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관광 및 문화산업을 대표할 수 있는 기업들을 선
정하였다. 이러한 기업들은 해당 분야에서 기존 경쟁 업체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여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시장에서 독보적
인 위치를 점유하고, 지속적인 기술 및 인력개발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
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공 기업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성공 기업들의 성공
요인을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Erocal, 2005). 첫째, 시장 요인이다.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을 개척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시장의 개척
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 정부 정책의 변화에 의하여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입이 가능해지기도 한다. 예를 들면, 규제 완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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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진입장벽이 없어지면서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면서 시장을 개척하기
도 한다. 또한, 세계화가 시장 개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외국 기업의 경쟁이나 외국 시장 진출 등이 기업을 세계 수준으로 확장시
키고 발전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둘째, 혁신과 기술 요인이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더라도 기존의 경쟁
업체들로부터 자신을 차별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나 혁신이 없이
는 성공적인 경영이 어렵다. 혁신은 기존의 문제를 전혀 새롭고 다른 방
식으로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혁신은 생산물 혁신과 과정 혁신으로 나
누어진다. 생산물 혁신은 기업의 주요 생산물을 새로운 생산 방식이나 새
로운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생산하는 것을 의미하고, 과정 혁신은 이러한
생산물을 생산하는 생산 과정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꾸어 생산하는 것을 의
미한다. 성공 기업들은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의 도입에 있어서도 선구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통해 기업의 생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거나 생산 과정을
효율화시키는 등의 혁신 활동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
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셋째, 작업 조직과 인적자원 요인이다. 이는 회사의 내적 요인으로서업
무 조직, 근로자들의 동기 수준, 조직 문화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요인들
은 회사들마다 다르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주로 책임의 분권화, 평평한 위
계구조, 성과에 따른 보상, 이익분배제나 스톡옵션 등과 같은 근로자들의
충성심을 높이기 위한 보상제도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제도들은 소위
‘고성과 작업제도(high performance work practices)’로 불리며, 고숙련고신뢰-고헌신 작업환경을 창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전의 연구들(Huselid, 1995; MacDuffie, 1995)은 이러한 고성과 작업
제도를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서,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강
조하였다. 근로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인적자원은 대부분 과소 활용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Bailey, 1993). Bailey(1993)는 회사의 인적자원관리 제도들
은 근로자들의 숙련과 동기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리고 근로자들의 역
할 수행을 통제할 수 있는 조직 구조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근로자들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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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적 노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회사의 인적자원관리 제도들은
우선 근로자들의 숙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격 요건을 갖
춘 지원자들을 많이 유인할 수 있는 채용 제도와 신뢰성 있고 타당성 있
는 선발 방법은 새로운 근로자들이 소유하는 숙련의 수준과 형태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또한, 기본숙련 훈련, OJT, 코칭, 멘토링 같은 공식적 혹
은 비공식적 훈련들은 근로자들의 숙련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회사
의 인적자원관리 제도들은 근로자들을 더 열심히 그리고 더 영리하게 일
하도록 독려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동기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개
인이나 집단의 성과를 측정하는 성과평가 제도의 활용, 이러한 성과평가
결과를 이용한 인센티브 보상제도, 근로자들의 능력에 중점을 맞춘 내부
승진제도, 근로자들의 이해관계를 주주의 이해관계와 부합하도록 조정하
는 기능을 하는 보상제도들(우리사주제, 이윤분배제, 성과분배제 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행위를 동기화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들의 이
러한 능력과 동기를 발휘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조직 구조가 필요하다.
다기능팀(cross-functional team), 직무순환, 작업품질조(quality circle)와
같은 제도들을 통해 근로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근로자들의 직무 수행
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업의 실질적인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이러한 시
장, 혁신과 기술, 그리고 작업 조직 및 인적자원의 세 가지 요인들이 어떠
한 방식으로 작용하여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경
쟁력을 강화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이러한 요인들이 시장
의 개척 및 유지, 기술의 개발과 혁신, 인력개발 등을 통해 어떻게 기업의
성공으로 연결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문화 및 관
광 분야에서 성공한 기업들의 성공 메커니즘을 설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해당 분야의 기업들이 성공적인 기업 운영을 위해서는 어떠한 분야에 관
심을 기울이고 어떠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가이
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가이드라인으로만 활용되
어야 할 것이다. 기업들마다 처한 상황과 환경이 다르고 인적 구성원들과
조직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한다고 할지라
도 반드시 똑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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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성공 기업 사례

1. 하나투어
하나투어는 1993년 (주)국진여행사로 창립하여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
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단시간에 여행 업계에서 급성장한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 10개 계열사와 전 세계 27개의 해외현지
법인 및 직영 네트워크를 통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최대 여행
사로 12년 연속 해외여행 및 항공권 판매 1위를 달성해 온 여행 기업이
다. 1996년 현재의 하나투어로 상호를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2000년 업계 최초로 한국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고, 2006년에는 코스닥
상장사 최초로 런던증권시장(LSE)에도 상장하였다.
당사는 여행 도매업(국내 및 국제 알선, 항공권 및 패스 판매 등)으로
아웃바운드 및 인바운드 여행사업, 국내여행과 크루즈여행 등 다양한 여
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원 현황은 2010년 1월 1일 기준으로 본사
1,383명, 계열사 484명으로 1,867명이다. 2009년 전체 출국자의 13.99%를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과 1,239억 원의 매출액, 4억 원의 영업이익을 창출
하였다. 2010년에는 매출액 2,197억과 영업이익 383억을 예상하고 있다.
당사는 미래 여행시장 선점을 위한 철저한 시장 조사와 전략 수립, 그
리고 이를 위한 핵심 역량을 확보하여 동북아 여행 허브기업의 토대를 만
들어 차별화된 여행상품과 서비스로 세계적 수준의 여행 브랜드를 구축
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2020년 세계 최고 수준의 여행 종합기업으
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를 위해 혁신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
당사는 한국을 13억 명에 달하는 중국시장과 1억 2천만 명을 넘는 일본시
장을 잇는 동부아시아의 허브로 파악하고 여행정보기술과 전 세계 네트
워크 구축을 통해 발전을 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글로벌
72) 자원기반 관점(resource based view of the firm)은 이러한 인적자원관리 제도의
특성을 지속가능한 경쟁력 창출의 원천으로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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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합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글로벌 통합시스템(GNIS: Global Networks Integration System)을 구축
하였다. GNIS를 통해 본사와 해외지사 간의 일원화된 시스템을 구축하여
글로벌 경영의 하드웨어를 구축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하나투어는 1999년
여행 업계 최초로 해외현지 직영제라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1999년 태국
법인을 필두로 동남아시아, 대양주, 미주, 유럽 등 전 세계 27개 지역에
해외 현지 법인 및 네트위트를 운영하고 있다. 현지 직영체제는 현지에서
의 상품 진행이 본사의 직접적인 제어를 받으며 상황에 따라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제휴만 맺은 현지 여행사가 관리하는 것보
다 뛰어난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하나투어는 이러한 해외 네트
워크를 통해 여행객들의 현지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으며 무한한 세계시
장을 무대로 글로벌 경영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고객중심 인프라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 One-stop 서비스의 제공으로 고
객만족 경영을 실천하며, 2008년 도입한 ERP 시스템과 함께 효율성을 제
고하는 등 글로벌 기준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내외 고객에 대한 신
뢰를 구축하고 해외 현지 법인 확대와 글로벌 여행브랜드 구축으로 새로
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당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의 원천은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 있는
가격, 다양한 유통 채널, 해외지사를 통한 책임감 있는 서비스, 계열사를
통한 사업 다각화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무대에서 글로벌
여행 기업으로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객에게 감동과 희망을’이라
는 모토를 가지고 고객에게는 감동을 주는 여행종합 서비스를, 주주에게
는 높은 수익을, 구성원에게는 함께할 가치를, 사회에는 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는 여행종합 그룹으로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행업은 고객들에게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서비스업으로 시장 확보와
고객 유보율이 매우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산업 분야이다. 같은 여행
지를 선택하더라도 어느 여행사를 선택하는지가 여행사의 매출을 좌우하
고, 고객들이 한 번 이용한 여행사를 다시 이용한다는 것은 이전 여행에
서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을 의미하고 이는 지속적인 구매행위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여행 업계는 시장점유율로 볼 때 하나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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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 모두투어(8%), 롯데관광(3∼4%), 자유투어의 순으로 되어 있
다고 볼 수 있다. 업계 1위는 12년간 하나투어가 차지하였고, 2위 역시 부
동으로 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최근 3위와 4위 간의 격차는 줄어들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는 대리점을 포함하여 전체 약 7,000∼8,000
여개 정도의 여행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대중들에게 이
름이 알려져 있는 여행사들은 대부분 아웃바운드 위주의 해외관광을 중
심으로 하는 여행사들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여행사들은 20
∼30개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아직 영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등 규모가 큰 업체들은 여행 도매업(wholesale) 형
태의 영업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여행 도매업이란 중간에 대리점을 두고
영업을 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당사는 1996년 상호를 하나투어로 변경하면서 여행 도매업 개념을 도
입하기 시작하였다. 이전에는 자체적인 상품을 개발하여 자체적으로 판
매하였으나 지나친 광고비의 부담과 고임금－저효율이라는 여행 업계의
고질적인 약점을 타개하기 위해 여행 도매업 방식을 도입하였다. 판매대
리점을 모집하여 이를 통해 간접적인 판매를 함으로써 규모의 경제가 실
현되어 여행 경비를 줄일 수 있었고 모객 활동도 훨씬 유리했으며,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도 유리한 점이 있었다. 하나투어는 현재 약 1,000개 이
상의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당사는 특히 B2B2C 방식을 도입하여 운영
하고 있다. 이 방식은 Business to Business to Customer의 약자로 본사
가 직접 고객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판매점을 두고 여행상품
을 판매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기존의 요식 업계에서 이용되는 일종의 프
랜차이즈 방식을 여행 업계에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에
따라 하나투어 본사는 본사의 홈페이지인 하나투어닷컴을 통해 예약을
하는 고객들도 적절한 판매점에 배분한다. 즉, 본사의 주요 기능은 판매
점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과 판매점들 간의 조정 기능이라고 할 수 있
다. 또한, 송출 실적은 매출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대리
점의 예약 실적이 회사의 조직성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본사는
대리점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여행 도매업을 중심으로 하는 종합여행사들은 대부분 온라인과 오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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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영업을 병행하고 있다. 이와 달리 온라인 영업만을 특화하여 온라인으
로만 영업활동을 하는 노랑풍선이나 여행박사 등과 같은 온라인 업체들
이 있다. 이러한 업체들은 개별 자율여행을 중심으로 하여 허니문, 골프
투어, 트래킹(등산)처럼 특화된 분야의 여행상품을 중점적으로 다루거나
특정 지역만을 담당하거나 특정 고객층만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가 많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이러한 업체들은 차별화된 코스와 고객
과의 접근성을 통해 경쟁을 해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이외에는 대
부분 영세 수준의 판매대리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하나투어의 판매대리점의 경우에도 최초부터 하나투어의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하는 경우, 하나투어뿐만 아니라 다른 여행사의 상품도 같이 판매
를 하는 경우, 자체적인 여행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의 판매대리점들이 존재한다. 일반 판매대리점, 하나투어 브랜드사용
전문 판매대리점, 하나투어닷컴, 여행도우미, 제휴사 등 다양한 판로를 통
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6천여 개의 협력 소매여행사 중 천 여 개의
‘하나투어 브랜드 사용 전문 판매점’을 지정하여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꾀하고 있다. 이는 하나투어 본사의 입장에서는 판매망을 높이며 시장 점
유율을 높이고 이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장점이 있으며, 판매점의 입장에서는 하나투어의 브랜드를 사
용함으로써 일반 고객들이 하나투어에 가지는 브랜드 이미지의 후광 효
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본사에서의 행정지원 등에 의해 영업비용을 절
감할 수 있고 하나투어가 가지고 있는 영업망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장
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여행 팀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한의 인원이 필요한데 중소 여행 업체의 경우 이를 자체적으로 조달하기
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하지만 하나투어의 판매대리점으로 활동
하게 되면 자체적인 조달 이외에도 다른 판매점의 잉여 인원이나 본사의
하나투어닷컴에 직접 신청을 하는 고객 등 추가적인 고객을 확보할 수 있
는 기회가 확대되게 된다. 하나투어 본사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는 이
러한 방식으로 판매점들 간의 일종의 다리를 놓아 주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판매대리점들은 항공이나 호텔 예약에 대한 수수료
가 주 수입원인 여행업의 특성상 수익구조가 열악하기 때문에 규모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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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 2010년 3월 내국인 송객 실적(누계)
인원
순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금액
순위
1
2
3
4
5
6
9
7
8
12
11
18
10
22
15
13
14
16
17
19
20
24
23
21
28
26
25
27
29

업체명

2010/03
하나투어
310,167
롯데관광개발
59,210
노랑풍선
53,515
자유투어
52,193
온라인투어
46,768
참좋은레져
36,154
에프아이투어
35,037
한진관광
31,879
세중나모여행
21,915
온누리여행사
18,890
비티앤아이
16,977
인터파크아이엔티
15,884
레드캡투어
14,772
비코티에스
13,823
세계투어
12,998
세계케이알티
12,596
내일여행
9,832
여행매니아
9,042
오케이캐쉬백서비스
8,194
한국청년여행사
7,258
투어이천
6,045
오케이투어
3,819
넥스투어
3,789
엔에이치개발
2,670
하늘땅여행
1,822
세방여행
1,426
천지항공여행사
1,030
포커스투어
874
굿투어대한관광
871
순위 소계
809,450
전체
941,642

인원(명)
2009/03
210,629
37,656
27,106
39,882
32,334
25,147
19,130
17,713
21,785
7,325
18,551
8,665
8,785
13,122
16,307
8,083
7,560
8,358
6,847
5,913
11,184
16,781
17,707
1,252
762
881
545
794
475
591,279
693,637

금액(천원)
증감률 2010/03
2009/03
47.3% 265,996,498 164,123,237
57.2% 55,068,946 33,101,937
97.4% 48,816,341 19,379,690
30.9% 37,445,980 29,899,701
44.6% 31,551,698 16,689,022
43.8% 28,529,350 16,301,000
83.2% 18,551,261 11,988,985
80.0% 28,374,559 14,338,134
0.6% 19,359,701 17,608,879
157.9% 13,101,007
6,836,938
-8.5% 13,726,118 17,350,630
83.3%
7,166,585
3,557,798
68.2% 18,037,085 10,303,044
5.3%
3,153,373
2,569,454
-20.3%
9,263,795 10,479,817
55.8% 12,800,878
7,333,412
30.1%
9,800,543
8,713,105
8.2%
7,484,033
7,541,361
19.7%
7,398,174
4,823,377
22.7%
4,521,690
3,329,525
-45.9%
4,455,805
8,105,451
-77.2%
2,654,928 10,792,272
-78.6%
2,897,393 23,488,880
113.3%
3,328,889
1,551,443
139.1%
1,133,441
653,575
61.9%
1,636,205
1,059,167
89.0%
2,034,787
1,185,433
10.1%
1,470,965
938,737
83.4%
453,365
255,403
36.9% 660,213,393 454,299,407
35.8% 784,325,914 541,654,845

증감률
62.1%
66.4%
151.9%
25.2%
89.1%
75.0%
54.7%
97.9%
9.9%
91.6%
-20.9%
101.4%
75.1%
22.7%
-11.6%
74.6%
12.5%
-0.8%
53.4%
35.8%
-45.0%
-75.4%
-87.7%
114.6%
73.4%
54.5%
71.6%
56.7%
77.5%
45.3%
44.8%

자료 : 한국일반여행업협회(www.kata.or.kr).

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열악한 수익구조 때문에 대기업의 여행
업 진출이 상대적으로 드물고, 또 성공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다고 한다. 처음부터 여행업으로 특화하여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대기업
의 자회사로 종합 여행업에 진출하는 경우, 자본 대비 투자 가치가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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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다른 산업 분야처럼 대규모 투자가 쉽게 효율성을 거두기 어렵기 때문
이다. 이 때문에 아예 여행업으로의 진출을 포기하거나 사업을 철수하는
사례들이 많다고 한다. 따라서 종합 여행업으로의 시장 진입은 어느 정도
의 진입장벽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소규모 여행업 회사들은
종합 여행업체의 판매대리점으로 접근하거나 개인적인 인맥을 통해 창업
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여행업은 업계의 특성상 경기를 많이 타는 산업 분야이다.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레저와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여가를 즐기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지면서 여행업은 지속적인 빠른 성장을 기록해 왔다. 이에 따
라 2007년까지는 여행업 시장이 매년 30% 이상씩 증가하는 빠른 증가세
를 보였다. 이에 따라 국내 아웃바운드 시장을 기준으로 2007년 1,200∼
1,300만 명까지 성장하였다. 하지만, 2008년에는 세계 금융시장 불안으로
촉발된 경기위축, 그리고 2009년에는 신종플루의 영향으로 여행 업계는
전 세계적으로 불황을 겪어야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아웃바운드 시장은
2008년 1,000만 명 수준으로, 그리고 2009년에는 1,000만 명 이하 수준으
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2010년에는 경기회복 및 환율안정 그리고 별다른
대외 변수가 없음으로 인해 그동안 잠재하고 있던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
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의 아웃바운드 시장은 작년 대
비 거의 54%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행업 노동시장의 특성은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많고 유동적이며, 근
로조건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여행업
은 수익구조가 열악하기 때문에 근로조건은 다른 업계에 비해서는 열악
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경기에 민감한 업계의 특성상 감원이나 감봉
도 자주 발생하는 등 노동시장의 안정성도 떨어지는 편이라고 할 수 있
다. 하나투어의 경우에도 근로자들의 평균 연령이 33세로 비교적 젊은 편
에 속하며 여성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것이 특징적이다. 여성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3개월 유급 출산휴가를 지급한다. 특징적인 것은 경기에 민감한
업계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제도 운영을 통하여 직업안정성을
높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당사의 조직 문화와도 연결되며, 당사의
경쟁력과도 연결된다. 이에 대해서는 회사의 제도 부분에서 자세히 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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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한다.
경영환경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하나투어의 지배구
조는 외국인 18.14%, 이사 18.53%(CEO 8.26%), 직원 8.77%, 국내기관
22.42%, 소액주주 26.91%, 자사주 5.24% 등으로 되어 있다. 1년에 수 차
례씩 투자간담회나 투자 관련 행사를 통해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국내
여행업계에서 가지고 있는 업계에서의 위상이나 브랜드 이미지 등으로
인해 투자유치에는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행
업과 관련되는 정부 부처는 문화관광체육부와 한국관광공사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정부 부처들은 주로 국내의 관광 개발이나 정책 부분에 관
심이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인바운드나 인트라바운드 분야의
관광이나 여행 등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웃바운드 관광이
나 여행은 정부의 지원이나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의 저변에는 해외여행을 외화 유출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
향이 존재한다. 물론, 지나친 무분별한 해외여행은 외화의 낭비와도 연결
될 수 있겠지만 이미 세계화된 글로벌 경제 체제 하에서 어느 정도의 국
가 간의 상호 민간교류는 필수 불가결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점은 해외여행이 단순한 외국여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
라 외국에 우리나라를 알리고 이를 통해 외국인들의 국내여행을 유인하
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최근, 한국일반여행
업협회도 인바운드 위주로 돌아섬으로써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업체들
이 따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여행업의 통합적인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하나투어는 위에서도 지적되었듯이 글로벌 비즈니스화를 지향하고 있
다. 즉, 해외에 진출하여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여 현지 관광객을 우리나
라로 보내거나 제3국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2020년에
세계 일류 기업을 목표로 현재 27개의 해외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당사는
인바운드 여행은 자회사를 통해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 10개의 계
열사를 두고, 이러한 계열사들을 통해 인바운드 여행사업, 국내 테마여행,
크루즈여행 등 특화된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 기업의 경우에
도 이러한 방식의 종합 여행업의 추세가 진행되고 있다. 신용카드사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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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칸 익스프레스가 항공사를 인수하여 종합관광 그룹으로 발전하고 있
는 것이 일례라고 하겠다.
다음으로 하나투어의 혁신 활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하나 투어
는 과정 혁신의 측면에서 투명 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투명한 회계
와 예측 가능한 경영을 위한 투명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매월 경영실적
을 대내외적으로 공지하고 있다. 투명한 실적 공시를 위해 매월 1일 전월
실적을 전자 공시시스템과 사내인트라넷 시스템에 공지하고 있다. 월 실
적 공시는 내부 구성원과 일반 투자자들에게 경영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방편으로 보인다. 외국 기업의 경우에도 신뢰의 구축은 성
공적인 우수 기업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73)
당사는 또한 3 : 3 : 3 원칙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3 : 3 : 3 원칙이
란 매년 처분가능한 이익의 1/3은 스톡옵션 부여를 위한 자사주 매입에,
1/3은 주주 배당에, 1/3은 유보금 및 재투자비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직원, 투자자, 소비자 및 협력사의 만족 및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평가된다.
하나투어는 생산물 혁신 측면에서도 노력하고 있다. 당사는 차별화된
여행서비스를 개발하여 고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의 만족을 제고
하고 있다. 당사는 1996년 하나투어라는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여 출범하
면서 순수 홀세일 정책을 선언하였다. 즉, 상품을 만들어서 직접 고객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대리점 제도를 통해 소매 여행사에 상품을 소
개하고 소매 여행사에서 고객을 확보하여 보내주면 이에 대해 커미션을
주는 방식의 영업 전략을 선택하였다. 이를 위해 우수한 여행 전문가를
확보하여 다양한 상품을 기획하고 안정적인 영업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해외 현지지사를 통해 여행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경쟁력 있는 가격대의 상품 개발 및 판매, 계열사를 통한 특
화된 여행서비스 제공,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확보, 새로운 비즈니스 모

73) 포츈지는 매년 ‘100 best companies to work for’ 목록을 발표하고 있다. 이는 미
국 근로자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 하는 직장의 목록이다. 이 목록을 선정하는 데
있어 경영진에 대한 신뢰, 직무만족, 임금 및 부가급여 수준, 채용 제도, 의사소통,
다양성 등이 중요한 선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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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 도입, 해외지사를 통한 현지 서비스 제공 등을 실현하고 있다. 하나투
어에서는 2천여 명의 여행 전문가가 14,000여 가지의 여행상품을 기획하
고 이를 판매하고 있다. 또한 당사는 규모의 경제를 이용하여 경쟁력 있
는 가격대의 여행상품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즉, 전국
5,000여개에 이르는 협력 여행사 및 제휴사를 통하여 전국에 산재되어 있
는 개별 수요를 통합하여 그룹을 형성하고 여행 구성 요소를 대량으로 구
매하여 원가를 절감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항공 좌석을 풍부하게 확
보한다든지, 해외지사의 현지 수배를 통해 가격을 낮추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투어의 여행 패키지
상품은 다른 저가로 경쟁하는 여행사들에 비해 낮지 않은 수준이다. 여행
지에서의 숙박 시설이나 관광 코스를 상대적으로 고급스러운 수준으로
선택하기 때문이다. 이는 당사의 여행상품의 이미지가 쾌적하고 편안한
여행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가보다는 상품의 품질에 중점을
맞추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 여행상품에 대한 수요
가 꾸준한 것은 저가 중심보다는 품질 우선의 여행에 대한 수요가 상당
부분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당사의 주요
고객층은 젊은 층보다는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편안하고 즐거
운 여행을 선호하는 중년층 이상의 비중이 높다고 한다. 또한, 한 번 당사
의 여행상품을 통해 여행을 다녀온 고객이 다시 여행을 갈 때 당사의 여
행상품을 다시 구매하는 재구매의 비율도 높다고 한다. 이는 상품의 품질
에 대한 관리를 통해 이를 선호하는 고객을 유치 및 유지하는 전략을 선
택하고, 이를 통해 고객 유보율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징적인 여행상품 중의 하나는 ‘플라잉 베베’라고 하는 여행 프로그램
이다. 생후 3개월에서 48개월 사이의 자녀를 둔 부모들이 아이와 같이 여
행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한 상품으로서 대부분 유아들을 두고 있는 부모들
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포기하는 경향
이 강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들에게 여행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
는 일종의 틈새시장 공략 혹은 여행의 사각지대에 대한 시장 개척이라고
할 수 있다. 여행 기간 동안 유아용품을 완비하고, 현지에서 베이비 시터
를 제공하며, 24시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유아와의 여행에 불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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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도록 여행서비스를 제공한다. 여행 일정도 자유휴양 위주로 계획하여
고객들이 편안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 상품은 국
내 여행상품으로는 최초로 특허 출원되기도 하였다.
하나투어는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에 있어서도 ‘디지털 하나투어’라는 모토
아래 다양한 기술을 도입하여 사용함으로써 기업 운영의 효율화를 꾀하고 있
다. 2004년에는 온라인 홀세일 시스템인 하나투어닷컴(www.hanatour.com)
을 오픈하였으며, 2007년 하나투어닷컴 검색 엔진과 기업 메신저 hana
tong을 도입하였다. 하나투어닷컴은 유수한 해외여행 예약 업체와 제휴
하여 독자적인 연결 시스템을 구축하고, 변화하는 IT 신기술을 적용한 여
행포털 사이트로 하루 15만여 명이 방문하여 여행 정보 검색 및 예약을
하고 있다. 가상체험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유용하고 실제적인 여행 정보
를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실시간 개별자유여행(Foreign Independent
Tour : FIT) 예약시스템인 ‘MAIDAS(Multi Articles in the Direct Access
System)’를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고객이 직접 전 세계 5만여 호텔
정보를 검색하고 실시간으로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고객들은 호텔
뿐만 아니라 항공, 렌트카, 입장권, 패스 등 다양한 개별여행 상품을 예약
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예약 확정 여부를 통보받게 된다. 고객 관리에
있어서도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시스템을 도입하여
고객 데이터를 활용한 고객 구매 패턴 분석을 통해 고객별 타깃 마켓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각 고객군에 맞는 맞춤 캠페인과 하나투어 상담 프
로그램인 HCS(Hanatour Contact System)를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
공하여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다. 조직 운영에 있어서도 SAP ERP
시스템을 도입하여 재무회계, 관리회계, 인사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책임회계를 통한
경영지원정보 확보와 선진화된 인사시스템 구축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하나투어의 기업 문화는 젊은 층 위주의 문화로 볼 수 있다. 인적 구성
이 젊은 층이 많기 때문에 권위주의적이기보다는 자유롭고 개인의 창의
력을 중시하는 문화가 자리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개인의 창의
력을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고수준의 여행서비스 제공의 발판이 마련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젊은 층이 많기 때문에 해외출장의 기회 등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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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시되고 있다.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경험하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수준을 극복할 수 있는 방
안 중의 하나는 재미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라고 할 수 있다. 젊
은 층의 기호에 맞게 휴가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주
며, 직장 상사들도 젊은 편이기 때문에 직장 분위기도 밝고 생동감 넘치
는 것으로 평가된다. 일례로, 사장실 출입문의 명패 앞에는 ‘사장실’이라
고 되어 있지만 뒤편에는 ‘미팅룸’으로 되어 있어 사장이 자리를 비운 동
안에는 직원들이 회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장실
에서도 떡볶이 등 간식을 먹으며 회의를 진행할 정도로 회사의 분위기가
자유롭다. 모든 임원이 전 직원이 참여하는 아침체조에 참여하는 등 회사
의 전반적인 분위기 또한 생동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 문화는
비슷한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항공여행사인 사우스웨스트 에어
라인의 기업 문화와 비교가 가능하다.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의 경우에
도 비교적 낮은 임금수준이지만 유머를 중시하는 기업 문화로 인해 근로
자들에게 인기가 높고 지원자들에게도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사우스
웨스트 에어라인은 이러한 기업 문화를 통해 “만족스런 근로자만이 고객
들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회사 CEO의 철학을 구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나투어의 경우에도 자유롭고 개인의 창의력이 보장되는 기업 문
화를 창조함으로써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여행상품 개발 및 고객에 대
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기부 및 봉사활동 등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분도 당사
의 기업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는 여행업의 특성이 고객들에게 얼
마나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가가 경쟁력의 원천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당사는 2005년 ‘아름다운재단’과 ‘하나투어 함께 가는 희망여
행’ 기금 조성을 시작하였고, 2009년에는 하나투어 임직원 희망봉사단
창단을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인하여 2010
년에는 한국소비자포럼이 주최하는 ‘The COMPANY of Korea 2010’에
서 사회공헌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수익의 일정 부분을 ‘이웃사랑
기금’으로 연중 적립하여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사용하고 있으며, 특
히 여행 기업의 특성을 살린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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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함께 가는 희망여행’은 다양한 체험
기회가 부족한 저소득층 아동과 불우청소년들이 어려운 환경을 딛고 미
래를 향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여행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경제
적․지리적인 이유로 타 도시를 여행할 기회조차 없는 소외계층 아이들
이 새로운 지역을 접하고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면서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또한 2006년부터 장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Tour Challenger’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여행인재 육성의 일환으
로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하여 배낭여행을 통해 도전정신을 함양
하고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함으로써 여행 전문가의 꿈을 키워가도록 도
와주고 있다.
다음으로 하나투어의 인적자원관리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채용 및 선발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하나투어는 모든 직원
이 여행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목표 아래 ‘스스로 비전을 창조하는 하
나인’이라는 인재상을 가지고 있다. 즉,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
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급변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는 여행
업계의 특성상 중요한 근로자의 자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인재상에 기초해 고객을 위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맨,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변화인, 미래를 창조하는 창조인, 끊임없이 배우는 학습
인이라는 구체적인 인재상을 확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이 서비
스마인드, 프로 의식, 글로벌 역량, 디지털 마인드 등의 역량을 갖추는 것
을 인재 양성의 목표로 삼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 채용 및 선발에 있어서
도 여행업에 적합한 서비스 마인드와 글로벌 마인드를 충분히 갖추고 있
는지의 여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 과거에 지원하였다가 탈
락한 경우라 하더라도 현재 자격 요건만 충분히 갖추었다면 다시 지원이
가능하며, 과거 지원 유무에 따른 이익이나 불이익은 전혀 없다. 즉, 현재
의 자격 요건만을 채용 및 선발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어학 성적
에 따른 지원 제한은 없으나 업종의 특성상 어학능력은 채용의 중요한 판
단 기준이 되며, 탁월한 어학능력은 가점 사항으로 작용한다. 개인별 어
학 능력은 TOEIC점수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와 더불어 면접 시 실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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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어 인터뷰를 통해 외국어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영어
이외의 중국어, 일본어, 독어, 불어, 스페인어 등의 제2 외국어는 취득의
난이도, 희소성, 필요성 등과 개인별 어학능력 심화도를 고려하여 평가한
다. 공채 신입사원의 경우, 선발 절차는 당사 온라인 입사지원서 접수, 1
차 면접, 2차 면접, 신입사원 입문교육의 절차로 진행된다. 직원 채용 및
선발시에는 지원자가 보유한 능력, 자격,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지원 정보를 통해 지원자의 교양, 특성, 경험, 업적, 능력 등을 평가하여,
회사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을 겸비했는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다. 특히, 자기소개서는 서류 심사 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
자기소개서 질문 문항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이에 대해 창의적이고 적절
하게 기술하였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심사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여행업
의 특성상,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능통자, 관광통역가이드 자격
증 소지자는 우대하고 있다. 채용은 정기공채와 수시채용을 병행하고 있
으며, 정기공채는 현재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실시되고 있고,
당사의 중장기 인력수급 계획에 따라 신입사원을 선발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고 있다. 수시채용은 신입/경력직에 관계없이 당사의 인력충원 필요
여부에 따라 인재를 선발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당사의 직무제도와 보상제도는 다음과 같다. 직무는 기획, 홍보, 인사,
교육, 재무, 총무, 영업관리, 마케팅, 온라인, 항공사업부, 해외사업기획,
해외사업, IT 등으로 나누어진다. 인력의 채용 및 분배는 인적자원관리팀
에서 이루어지며, 교육 및 훈련, 서비스 교육, 예절 교육, 상품관련 교육,
외부교육(능력개발에 대해 회사에서 지원) 등은 인재개발팀에서 담당한
다. 당사는 직무순환제도(job rotation)를 운영하고 있다. 직무순환제를 통
해 회사는 외부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을 높일 수 있으며, 직원은
직무 영역을 넓히고, 다방면의 경험, 지식 등을 쌓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다. 직무순환제는 정기 인사이동과 함께 수시로 사내공모를 통해 이루어
지고 있다. 또한 잡 쉐어링(job-sharing, 일자리 나누기) 제도를 통하여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는 직원
의 정년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주중 근무일수를 줄이고 그에 따라 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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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해 정년을 기존의 55세에서 65세로 연장
하고 있다. 이러한 잡 쉐어링의 전통은 특히 IMF 시기에 그 효과를 발휘
하였다. IMF 당시 외환위기로 인하여 모든 산업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환
율 상승으로 인하여 특히 여행 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아웃바운
드 여행상품을 주력상품으로 하는 여행 업체들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하나투어는
잡 쉐어링을 통해 인원 감축을 최소화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형식으로 위
기를 타개해 나가고자 하였다. 즉, 감원보다는 주 4일제 근무와 임금 80%
수준 지급을 통해 기존의 근로자 규모를 유지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우
리나라의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자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도 급성장
하였다. 이에 따라 외환위기 동안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였던 업체들은
이러한 빠른 수요 증가를 감당하기에 인적자원이 부족한 상황을 겪었다.
하지만 당사의 경우 잡 쉐어링을 통해 기존의 인원을 최대한 보유하고 있
었기 때문에 이러한 급격한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고,
이것이 시장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업계 1위의 자리를 차지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74)
당사의 보상제도는 기본적으로 능력주의 평가를 바탕으로 개인 역량에
따른 차등연봉제 및 성과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전 직원에게 스톡
옵션(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하여 모두가 회사의 주인이라는 동기부여
와 함께 경영 성과가 전 직원에게 잘 분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차등연봉제는 2001년 도입되어 개개인의 업무 실적 평가와 능력
주의 인사를 바탕으로 전 직원에게 실시하고 있다. 과거 호봉제가 가지는
일률적 급여 배분에서 탈피하여, 구성원 개개인이 본인의 노력에 따른 대
가를 기대할 수 있으며, 회사 또한 조직 성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당사는 또한 2001년부터 스
톡옵션제도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타 기업의 스톡옵션은 주로 주

74) 독일의 경우 ‘근로시간계좌제’와 같은 단축근무 제도를 통해 2008년의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도 상당수의 일자리를 보전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최근의 독일 경제의 부활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한다. 이는 하나투어
의 사례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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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임원이나 소수 직원에게 특권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
사에서는 평사원들에게도 스톡옵션을 부여하여 주인 의식을 갖고, 이를
통해 회사의 생산성 향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사주 5
만주 이상을 보유한 임직원을 제외한 직원들에게 매년 스톡옵션을 부여
하고 있다. 또한,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회사의 수익을 직원에게 바로
분배할 수 있는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간 회사의 수익의 약
20% 정도를 성과급으로 책정하여 매 분기별 성과급과 연말성과급 등으
로 직원들에게 분배하고 있다. 이러한 금전적인 보상제도 이외에도 비금
전적인 보상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전 직원을 대상으
로 연 3∼4회의 해외출장 기회를 부여하여 글로벌 마인드와 서비스 마인
드의 함양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여행업의 특성상 해외출장의 필요가
많고 직원들의 연령층이 젊어 해외출장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해외
출장의 기회를 일종의 동기부여 기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입사 2년
이하의 직원들에게는 휴가를 쓰지 않고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기도 한다. 또한, 각종 동호회(스키, 농구, 야구, 등산, 영화, 봉사활동
등)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해 주며, 항상 학습하는 조직 문화를 만
들어가기 위해 직원교육 부문에 투자하고 있다. 그리고 사외교육비용, 전
문안내원 소양교육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직무/직책별 교육을 수
시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판매대리점의 직원들 그리고 계약직 직원(가
이드나 인솔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하나투어 전문판
매대리점(전판점)의 우수 직원을 대상으로 포상 여행을 실시하며, 일 년
에 몇 차례에 걸쳐 고객상담기술, 예약관리시스템(CRM), 특수 여행상품
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 이외에 직원들에게 자녀학자금, 학원
비, 체력단련비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주 5일제, 콘도 회원권 제공 및 각
종 경조금을 지원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있다.
요약하면, 하나투어의 경쟁력은 회사의 전략과 인적자원관리 제도의
적합성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종합 여행업이라는 시장을 개척하여
차별성 있는 여행상품을 개발하여 고객들에게 제공하며, 수준 높은 여행
브랜드를 구축하려는 하나투어의 전략은 글로벌 경영 등을 통한 규모의
경제의 활용과 고객에 대해 서비스 등을 통해 여행 고객들의 관심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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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 하나투어의 요약손익계산서
총 판매액
매출
영업비용
영업이익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경상이익
법인세비용
당기순이익

2005
7,578
1,110
933
178
73
19
232
66
166

2006
10,791
1,663
1,361
302
74
37
339
106
233

2007
13,529
1,993
1,634
359
117
77
399
130
269

2008
13,223
1,728
1,630
98
126
142
82
31
50

2009
9,639
1,239
1,235
4
64
98
30
18
5

고, 투명경영과 젊은 층의 기업 문화, 그리고 이에 맞는 기부 및 봉사의
문화 및 활동 등은 근로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조직에 대한 애착심을 높이
는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더해 전 직원에 대한 스톡옵
션제도, 직무순환 제도, 일자리 나누기 제도 등의 인적자원관리 제도들은
근로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열심히 일하려는 동기를 높였으며, 이러
한 능력과 동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업 문화는 회사의 전략이 근로자들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환경을 창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하나투어의 경쟁력은 조직 수준의 성과로도 나타나고 있다.
<표 9-2>의 요약손실계산서를 보면, 당사의 성장 추세를 볼 수 있다.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가되고 재무성과가 개선되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비록, 2008년에는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하여 경기가
어려웠고 2009년에는 전 세계적인 조류독감의 유행 등으로 여행을 자제
하는 분위기로 인하여 매출이 부진하였지만 이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인 환경 요인으로 인한 것이었다. 다시 여행이 활성화되고 있는 올
해에는 2007년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매출액 2,197억 원과 영업이익
383억 원을 예상하고 있다.

2. 남이섬(주)
주식회사 남이섬(이하 남이섬(주)로 사용함)은 강원도 춘천시와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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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가평군 중간에 위치한 남이섬에 자리한 종합관광 회사로 1966년 수재
민병도 선생에 의해 경춘관광개발주식회사로 설립되어 1970년대와 1980
년대에 걸쳐 관광지로 지정되어 종합 휴양업으로 운영하였다. 2000년에
들어서 ‘주식회사 남이섬’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현 강우현 대표이사가
취임하면서 2001∼02년에 걸쳐 유원지에서 관광지로 재창업을 선언하였
다. 2003∼04년에는 남이섬 문화학교, 재활용센터, 유니세프홀, 안데르센
홀 등을 개관하면서 문화 관광지로서의 초석을 다졌고, 2004∼06년에는
세계책나라축제, 세계청소년공연축제, 한겨울밤의여름꿈 등 국제행사들
을 유치하고, 국가개념 테마파크 나미나라공화국의 독립을 선언함으로써
본격적인 문화 관광업을 운영하고 있다. 2010년에는 세계어린이책나라축
제를 개최하는 등 문화관광 중심지로의 위상을 지켜나가고 있다.
당사의 인력은 136명으로 행정청(총무팀, 행정기획팀, 경리팀), 관광청
(관광기획팀, 관광드림팀, 호텔운영팀), 환경청(환경관리팀, 시설관리팀,
수재원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1년 입장객 27만 5,000명에 매출 20억
원 수준이었던 재무 성과는 2002년 <겨울연가>의 방영과 함께 입장객 65
만 명과 매출 45억 원으로 증대하였다. 입장객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3년
85만 명, 2004년 140만 명, 2005년 167만 명 수준으로 증가하여 연 매출
100억 원의 시대를 열었다. 수입의 약 90%는 입장객 수입이며, 나머지
10%는 호텔, 식음, 문화행사 등에서의 수익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장객
수입에 의한 매출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유지 수준 정
도이기 때문에 입장객 수입으로는 매출을 증대하는 데 어느 정도의 한계
가 있어, 현재는 자회사를 활용하여 컨벤션이나 위탁경영 컨설팅 등으로
매출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자회사로는 재단법인 노래의 섬, 남이 CIC
주식회사, 자나라인 주식회사 등이 있다. 자나라인 주식회사는 경기도와
가평군에서 절반을 출자한 회사로서 현재 가평에 80미터짜리 타워를 세
워 남이섬과 연결하는 립 와이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사는 1944년 청평댐을 만들 때 북한강 강물이 차서 생긴 경기도와
강원도 경계에 있는 내륙의 섬이다. 서울에서 한강을 따라 동쪽으로 63km
지점 북한강 청평호 위에 반달 모양으로 떠 있는 섬으로서 면적은 46만㎡
에 둘레는 5km에 이른다. 행정구역은 춘천시 남산면 방하리이지만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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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경기도 가평읍 달전리에 있다. 1965년 수재 민병도 선생이 토지를
매입, 모래뿐인 불모지에 다양한 수종의 육림을 시작하였다. 1966년 경춘
관광개발주식회사를 설립, 종합휴양지로 조성하여 왔다. 1960∼90년대에
는 최인호의 <겨울나그네> 촬영지 및 강변가요제 개최지로 알려져 행락
객들의 유원지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남이섬은 무성한 자연림을 제외
하면 타 유원지와 차별화된 특성이 없었고, 무분별한 주점과 놀이시설의
범람으로 비싸고 시끄러운 저급 유흥지의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1990년
대 들어서는 대학 MT촌으로 명맥을 유지하였지만 차별화 부재와 홍보
부족으로 관광객은 점점 줄어들었고, IMF 이후에는 이러한 감소세가 더
욱 가속화되었다. 결국, 관광객 감소, 수익성 악화, 바가지식 쥐어짜기, 관
광객 감소라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게 되었고, 2000년에는 MT촌으로
명맥을 유지하던 시기의 1/3에 불과하는 입장객과 매출을 올리는 적자투
성이의 부실기업으로 주저앉고 말았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고자 2000
년 4월 주식회사남이섬으로 상호를 변경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상
황은 크게 호전되지 않아 20억 원 매출에 60억 원 적자라는 어려운 상황
이 계속되었다. 이에 당시 남이섬에 머물면서 작업을 하고 있던 동화책
작가 강우현 씨가 신임 CEO에 임명되기에 이른다. 신임 사장은 “유원지
에서 관광지로”라는 구호와 함께, 남이섬을 새롭게 단장해 나가기 시작하
였다. 남이섬을 점령하고 있었던 놀이공원과 행락시설을 차츰 줄어나갔
고, 바가지요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임대 점포를 민영화하여 가격을
편의점 수준으로까지 낮추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단기적인 수익을 악화
시켰지만 기존의 행락지 모델로는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금융권에서 대출한 12억 원을 가지고 위의 조치들을 강행하였다. 2001년
에는 ‘문화예술 자연생태의 청정정원’ 역할로서 재창업을 선언하였다. 남
이섬의 특색을 살린 환경상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인공시설들을 제거하고,
자연친화적인 남이섬의 이미지를 강화하였다. 2001년 12월 KBS 드라마
<겨울연가>의 성공으로 드라마와 언론 등을 통해 남이섬의 바뀐 모습이
홍보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2002년부터 관광객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
였으며, 2004년에는 일본에서 <겨울연가> 드라마에 대한 붐이 조성되어 대
만, 일본, 중국, 동남아를 비롯한 아시아권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문화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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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3> 국적별 외국인 관광객 추이
(단위 : 명)
국적

2003

2004

2005

일본

3,726

108,303

103,478

대만

72,605

123,889

132,785

중국

1,840

2,226

9,296

싱가포르

10,808

9,850

10,001

말레이시아

18,100

18,035

26,330

홍콩

2,558

1,659

4,419

인도네시아

1,664

1,913

2,788

지로 탈바꿈하였고, 최근에는 북미, 유럽, 중동에서의 관광객뿐 아니라 국
내 거주 외국인들도 많이 유치하고 있다.
경영 정상화를 이루어 나가면서 2005년부터 매년 5억 원 정도를 순수
미술과 종합예술 축제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등 환경과 문화예술
관련 콘텐츠에 집중 투자하기 시작하였다. 환경 분야에서는 환경운동연
합 및 YMCA, YWCA 등의 시민환경단체와 함께 재활용운동, 환경감시,
환경순화적 개발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문화 분야에서는 유니세프,
유네스코 등의 국제기구 및 저변의 작가군과 더불어 순수미술에서 종합
예술축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지속적으로 후원사업을 진행해 오
고 있다.
연평균 입장객 150만 명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여 오던 남이섬은, 이제
까지 진행해 오던 각종 환경 순화적 사업과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강화하
고자 2006년 3월 1일 국가 형태를 표방하는 특수관광지, 나미나라공화국
으로의 독립을 선언하였다. 자연과 사람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함께 숨
쉬는 나라를 만들고자, 헌법도 서로를 위하고 존중하는 편한 상식이 법보
다 아름다운,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이들을 위한 무법천지법으로 정
하였다. 이처럼 다시 태어난 남이섬은 <동화나라 노래의 섬>을 컨셉으로
다양한 문화행사, 콘서트 및 전시를 꾸준히 개최해 오고 있으며, 어린이,
연인, 가족, 문화계 인사들을 위한 종합관광지로 발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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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4> 남이섬 이용객 통계
(단위 : 명)
전 체 1월
2007
78,000
2008
84,000
2009
99,000
2010 106,000

2월
86,000
84,000
103,000
112,000

3월
76,000
92,000
96,000
85,000

4월
153,000
144,000
169,000
175,000

5월
210,000
232,000
241,000
273,000

6월
152,000
146,000
138,000
43,000

7월
134,000
137,000
152,000
161,000

8월
156,000
218,000
237,000

9월
96,000
106,000
119,000

10월
196,000
243,000
243,000

11월
163,000
194,000
158,000

12월
113,000
106,000
120,000

7월
122,000
129,000
140,000
145,000

8월
144,000
211,000
223,000

9월
84,000
96,000
103,000

10월
176,000
223,000
215,000

11월
147,000
180,000
133,000

12월
86,000
78,000
82,000

7월 8월 9월
12,000 12,000 11,000
8,000 7,000 9,000
12,000 13,000 16,000
16,000

10월
20,000
19,000
28,000

내국인
2007
2008
2009
2010

1월
67,000
71,000
76,000
81,000

2월
66,000
69,000
84,000
86,000

3월
65,000
78,000
82,000
62,000

4월
136,000
127,000
143,000
140,000

5월
19,800
219,000
225,000
251,000

6월
140,000
135,000
129,000
125,000

외국인
2007
2008
2009
2010

1월
11,000
13,000
24,000
25,000

2월
20,000
15,000
19,000
27,000

3월
11,000
14,000
14,000
23,000

4월
17,000
17,000
26,000
35,000

5월
11,000
12,000
16,000
22,000

6월
11,000
11,000
9,000
18,000

11월
15,000 27,000
13,000 27,000
26,000 38,000

남이섬(주)의 산업은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관광진흥법상은 종합
휴양업으로 되어 있고, 표준산업분류와 사업자등록증상에는 관광객 이용
시설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여러 가지 산업이 종합적으로 혼재되어 있
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사를 종합휴양업으로 분류한다면 에버랜드, 롯
데월드, 용평스키장 등의 종합적인 휴양시설과 비교될 수 있겠지만 이러
한 시설들과 달리 남이섬(주)는 많은 다른 활동들을 병행하고 있다. 자연
환경을 조성하는 조경사업은 수목원들과 비슷한 측면이 있으나 남이섬
(주)는 단순히 수목만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운동단체들과 협력하여
환경 관련 운동이나 사업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수목원들과는 다
르다고 할 수 있다. 문화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고객들에게 제공한다
는 측면에서는 파주의 ‘헤이리 문화예술마을’이나 일본의 ‘동화책 마을’
등과 비슷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당사는 자체적으로 호텔을 운영하고 있
어 숙박업도 포함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숙박 업소가 조경, 문화, 공연, 전
시 등을 겸업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단순한 숙박업으로 보기도 어렵다. 자
체적으로 건물을 건축하기 때문에 건설업도 포함하고 있지만 일반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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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과도 다르다. 남이섬세계책나라축제와 같은 문화 행사들을 주최하기
때문에 공연 업체들과 비슷한 측면이 있지만 이러한 공연 업체들은 공연
에 관련된 일만 집중화하여 수행하지 남이섬(주)처럼 통합적인 활동을 하
지는 않는다. 남이섬(주)는 주된 분야는 관광업이지만 문화나 환경 등 다
양한 요소들을 혼합한 복합종합휴양업으로 상당히 독특한 특성을 가진
관광 업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남이섬이 가지고 있는 한강 상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섬이라는 지정학적 조건과 당사의 설립자로부터 시작된
자연환경 조성, 그리고 다양한 문화활동 유치가 종합된 결과라고 하겠다.
결국, 다양한 분야의 산업과 부분적으로 비슷한 측면을 가지기는 하지만
이들을 종합하여 복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위의 산업들
과 같은 종류의 산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전 세계적
으로도 이러한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는 드물며, 일본의 경우 조합의
형태로 이러한 사업들을 운영하기는 하지만 하나의 회사가 관리하는 경
우는 드물다고 한다. 관여하는 활동과 분야가 많은 만큼 관할 행정구청의
부서와도 연관되지 않는 부서가 거의 없을 정도라고 한다.
당사는 1990년 이전에는 남이섬에서의 관광업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남이섬에서의 관광 사업을 제외한 다른 사업은 정
리하고 관광 사업에만 집중하게 되었다. 하지만, 고객들이 자연보다는 서
울랜드와 같은 인공적인 놀이시설을 선호하게 되고, IMF 등의 경제위기
를 겪으며 위기에 빠졌다가 2000년 이후 다시 재정비되어 가고 있는 상황
이다. 사업의 독특성으로 인해 관련 시장을 정의하기가 어려워 업계나 전
반적인 시장에 대한 언급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다만, 최근 많은 관광지
가 당사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경우가 많아 관광 시장에서 이 분야의 경
쟁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들도 각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남이섬의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는 경
우도 있어 이 분야의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
면, ‘남이섬세계책나라축제’가 책문화 축제로 자리잡는 데 성공하자 많은
지자체들이 어린이 책에 관심을 가지고 책문화 축제행사를 개최하고 있
다.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 막대한 수준의 예산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
에 중소기업 수준의 관광 업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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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당사와 같은 관광 업체의 입장에서는 예산의 규모
측면에서는 경쟁이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경쟁을 해야
만 하는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관광 업계는 유행이나 고객의 선호에
따라 부침이 심하고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진 산업이기 때
문에 비록 현재 고객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관광상품을 개발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고객들의 외
면을 받아 업계에서 퇴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남이섬(주)의 경우, 2000년
이전에 이러한 경험을 직접 체험하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러한 업계
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회사의 대표를 위
시하여 전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데 전력
을 다하고 있다. 남이섬(주)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의 원천은 수도권에서
적당하게 떨어져 위치하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와 그 동안의 조경 사업과
환경 사업의 결과인 천연적인 자연환경, 그리고 국제적 수준의 네트워킹
을 위시한 우수한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다. 비록 다른 경쟁 업체들이 많
은 물적자원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조건들은 인위적으로 조성하
기 어려운 환경들이다. 인위적으로 조성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정
도의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들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당
사가 그만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이다. 당사는 이러한 조건 이외에
도 선발 업체로서 그 동안 사업의 노하우를 축적해 올 수 있었고, 회사의
대표와 직원들을 아우르는 독특한 조직 문화를 유지함으로써 경쟁 업체
들이 쉽게 모방하기 어려운 조건들을 유지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제적 네트워크는 당사가 국제적 수준의 문화 행사들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활동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관광 분야의 노동시장은 상대적으로 젊은 층과 잦은 이직, 그리고 상대
적으로 낮은 근로조건 등의 특성을 가진다. 남이섬(주)의 경우에도 전반
적인 임금수준은 업계의 다른 업체들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노동력의 특
성에는 차이가 있다. 당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연령층이 높고 이직이 상
대적으로 적다는 것이다. 젊은 층의 경우 지리상의 위치, 유학, 직종의 차
이 등으로 인해 이직을 하기는 하지만 주로 1년 미만의 근로자들이 이직
할 뿐 2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거의 이직이 없다고 한다. 이직을 하는 경

제9장 문화․ 관광서비스 분야 기업 성공사례

313

우에는 지리적인 근접성이 좋은 회사와 규모가 큰 회사로의 이직을 원하
며, 관광업 이외의 다른 산업 분야로의 이직을 원한다고 한다.
회사의 투자 현황은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남이섬의 사례가 널리 알
려지고 언론에도 많이 알려짐에 따라 남이섬(주)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투자를 유치하는 데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당사는 다른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기보다는 남이섬에서의 관광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추가적인 투자는 자회사의 설립과 남이섬의 노후시설 리
모델링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자회사도 남이섬에서의 관광 사업과 관련
하여 특정 분야를 특화한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당사의 노후시설 보수 및 신규시설 건설과 관련하여 남이섬 지역이 한
강의 홍수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과 관련한 규제로 인해 애로
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축건물 건립 시 홍수 수위를 맞추기 위해 일정
정도 받침대를 높인 후 건물을 신축해야 하는데 문화나 예술적인 가치를
가진 건물의 경우 이러한 방식으로 건립을 하면 모양새가 이상해지기 때
문이다. 남이섬은 인공호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위가 조
절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규제로 인해 문화 및 관광상품의 개
발에 제한이 된다면 규제들을 어느 정도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문화 콘텐츠는 빠르게 변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이고 유연하지 못
한 행정적인 규제로 인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갖추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된다면 관광 명소로서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장
애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남이섬(주)는 규모가 작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제화에 있어서는 상
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국제 수준의 문화 행사를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개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외국의 문화 관련 단체들과는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여 오고 있다. 중국과의 상호 문화 교환 프로그램을 통
해 중국과의 문화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 달 동안을 ‘중국 문화의 달’
로 지정하거나 중국의 관광지인 용경협과는 유람선을 서로 교환하여 운
영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를 통해 남이섬을 찾는 중국인 관광
객들은 외국에서 본국의 문화 행사가 펼쳐지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
고, 본국의 관광지에서 탈 수 있는 유람선을 타는 경험도 할 수 있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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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용경협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도 남이섬에서 탔던 유람선을 타고 관광
을 하는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일종의 국제적 수준에서
의 전략적 제휴로 양국의 관광객 모두에게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게 하
는 장점을 가진다고 하겠다. 또한, 일본 도야마시 유리공예 프로그램과
상호 교환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도 하고, 특정 국가의 날을 지정하여 특정
국가의 관련 문화 행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도 한다. 국가의 날 행사는
주한 외국대사관이 직접 주최하는 행사로 외국의 다양한 문물을 만나 세
계인들과 직접 호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이다. 또한 해당 국
가 출신의 관광객에게 색다른 경험을 심어 주고, 문화적 자긍심 등을 자
극하여 남이섬의 관광지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다. 이
러한 프로그램의 운영은 남이섬이 가지고 있는 국제적 문화 네트워크가
뒷받침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 문화 행사와 드라마 <겨울연
가>의 영향으로 많은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남이섬(주)는 혁신 활동을 생활화하고 있는 기업으로 볼 수 있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혁신 활동을 통해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남이섬의 관광지
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과정 혁신으로는 단기 TFT팀의
구성을 들 수 있다. 각종 문화 행사가 있을 때마다 행사를 관리하기 위하
여 각 팀에서 프로젝트에 관련된 적절한 인원을 소집하여 팀을 구성하고
행사가 마무리되면 다시 각자의 원 부서로 복직하는 방식의 운영을 하고
있다. 전체 인원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인적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여진다. 또 하나의 과정 혁신의 예
는 자원 재활용이라고 할 수 있다. 남이섬은 IMF 직후부터 심한 경영난
을 겪었다. 손님들이 섬 내의 물가가 비싸다는 이유로 먹을 것을 싸가지
고 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섬은 쓰레기로 넘쳐났지만 당시
적자에 시달리던 회사는 쓰레기를 치울 예산도 확보할 수 없었다. 당사는
2002년 재창업 선언과 함께 섬 내의 모든 쓰레기 퇴치 작업과 함께 대대
적인 재활용을 시작했다. 예술가들은 쓰레기를 이용하여 간판을 만들고
조형물을 세웠으며, 썩은 나무에 그림을 그려 넣고 길거리의 돌멩이들도
가지런히 쌓아 올렸다. 동남아시아의 관광객들을 위해 겨울에는 모닥불
을 피워 따뜻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며, 모닥불을 피고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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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의 장작 재는 흙과 섞어서 도자기를 굽는 데 사용한다. 폐소주병을 이
용하여 공예 작품을 제작하고 이를 전시하기도 한다. 소주병을 이용하여
유리장식, 모빌, 타일, 등대, 수저통 등 다양한 공예 작품을 제작하고 있
다. 잿물로는 들풀을 빻아 종이를 만들고 방치된 합판으로는 피아노를,
갈대로는 김치 움막을, 깨진 기왓장은 담장을 만들고 있다. 또한, 오수처
리장에서 정제된 하수는 연못의 물풀 틈에서 정화되고 논 습지로 흘러들
어가 무공해 남이섬 쌀을 재배하는 데 이용된다. 낡은 건물들을 손질하여
‘낡음’을 상품화하기도 하였다. 낙엽 청소도 그냥 낙엽을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낙엽으로 하트 모양을 만드는 방식으로 청소를 하기도 한다. 세계
책나라축제의 상징이 하트 모양이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조경
도 문화 행사에 맞추어 하고 있다. 이러한 일상적인 아이디어들은 정해진
회의는 아니지만 각 부서별 회의를 통해 자유로운 토의와 토론을 통해 창
출되고 있다. 이러한 독창적인 일상 활동이 가능한 것은 당사의 인적자원
의 수준 및 다양성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인
적자원관리 제도에 대한 설명 부분에서 자세히 하기로 한다.
상품 혁신의 예는 풍부하게 찾아볼 수 있다. 남이섬(주)의 대부분의 관
광상품들이 상품 혁신 활동의 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아이디어 문화상품은 남이나라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다. 당사
는 2006년 3월 1일, ‘나미나라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문화 독립을 선언하
였다. 다른 관광지와의 차별화를 강조하는 국가 형태를 표방하는 특수 관
광지를 통해 해외여행의 느낌을 주는 색다른 아이디어로 다른 전례가 없
는 독창적인 아이디어의 산물이다. 국기와 애국가를 따로 만들고, 여권과
시민증서, 우표, 전화카드, 화폐는 물론 상형문자로 문자 체계도 도입했
다. 헌법도 따로 있으며, 서울 인사동에 한국대사관을 만들고 일본이나
중국에도 대사관을 개설했다. 또한, 섬 안에서 문화적인 소재들을 자급자
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남이섬 공예원을 통해 남이섬에서 쓰고 있는 쓰
레기통을 비롯하여 호텔의 접시나 집기, 간판, 가로등, 가구, 도자기, 유리
그릇, 기념상품 등을 스스로 생산하고 있다. 이들을 제작하여 ‘팔리면 상
품, 안 팔리면 작품’이라는 생각으로 문화상품으로 팔거나 조형물 재료로
사용하거나 장식품 용도로 사용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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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섬 개혁의 바람을 가장 먼저 몰고온 것 중의 하나는 타조라고 할
수 있다. 2001년 겨울은 유난히 따뜻하고 일교차가 심하여 밤새 얼었던
땅이 낮이면 녹아 길은 질척거렸고 관광을 하러 온 고객들은 불편을 겪어
야 했다. 당시만 해도 비수기의 유원지 시설로 인해 볼거리도 깨끗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타조이다. 12월 말쯤
한 출판사로부터 타조 아홉 마리를 기증받아 풀어 놓은 것이다. 겨울을
날 수 있도록 40도의 기온 차에서도 견디는 캐나다산 타조를 들여왔다.
키가 2미터가 넘는 타조들이 잔디밭 위를 뛰노는 타조를 고객들은 신기
하게 생각했고 타조는 남이섬의 상징으로 자리잡았다. 이후 남이섬은 동
물원을 없애고 동물들을 모두 풀어놓았다. 섬 안에는 사슴이 뛰어놀고 오
리와 기러기들이 고객들의 친구가 되었고, 토끼, 다람쥐, 공작들도 자유롭
게 섬을 찾은 고객들과 어울린다. 자연친화적인 이미지의 관광지와도 맞
아 떨어지며 고객들에게 일반 동물원에서도 경험하기 어려운 기회를 제
공하여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휴양지라는 느낌을 심어 주는 역할을 한다
고 할 수 있다.
인어공주상의 활용도 아이디어의 산물이다. 원래는 남이장군묘 앞 숲
에 있던 이 공주상 뒤에는 벌거벗은 두 사람의 조각이 있는 등 주변 환경
과 어울리지 않아 강물 속에 던져버리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강가로 옮겨
져 청평댐 수위에 따라 잠기는 정도가 달라지며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되
었다. 2005년 한스 크리스찬 안데르센 탄생 200주년 기념으로 세계 38개
국의 어린이 책을 모아 시작된 ‘책나라축제’가 남이섬의 대표적인 문화축
제가 되었다. 이후 남이섬은 IBBY(국제아동도서협의회)로부터 세계어린
이책 축제를 이어가고 있는 공로를 인정받아 세계 최고 권위의 어린이 도
서상인 국제안데르센상 공식 스폰서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강물에 버려
질 뻔했던 하찮은 조각상 하나가 세계적인 문화 네트워크를 만들어 준 것
이다. 2010년 10월에 제 5회를 맞이하는 세계책나라축제는 보통 70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규모로 성장하였다. 이 축제의 특징은 책 속의 환상을
현실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세계 여러 나라의
풍속이나 그림책의 원화 등을 전시하거나 체험을 통해 보여주기도 하고
실제로 외국인을 초청하여 시연을 하기도 한다, “자연을 도서관으로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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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는 야심찬 포부로 시작된 이 행사는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며, 책을
실제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전시나 공연, 문화 체험, 스토리텔링, 교육,
영상, 게임이 하나의 문화 장르로 섞여서 표현된다. 스토리 텔링은 남이
섬(주)의 주된 문화상품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인어공주상은 왕자님을
기다리는 애절한 인어공주 이야기로, 밤 고목은 남이섬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으로, 장군터는 역사와 시대를 넘어 삶의 호연지기를 기르는 장소
로, 김치움은 행복이 가득 담긴 남이섬의 김치냉장고로 다시 태어나 관광
상품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 외에도 수원 화성의 서장대가 취객에 의해
전소되자 그 잔해를 가져와 남이장대를 만들었고, 양양 낙산사의 화재에
서 살아남은 소나무를 가져와 조경을 하는가 하면, 200년 이상 된 기와나
철거된 독립기념관 중앙청의 돌을 가져와 복원 사업과 스토리 텔링 과정
을 거치면 훌륭한 관광상품이 되기도 한다.
남이섬(주)는 관광 회사이기 때문에 고객의 관리가 사업의 성패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이다. 남이섬을 찾는 관광객들은 연인 및 부부 등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조용한 분위기에서 자
연과 문화를 즐기려고 하는 관광객들이 주요 고객층이라고 할 수 있다.
남이섬을 처음 찾는 고객들은 주로 드라마나 언론 등에 소개된 남이섬에
대한 호기심이나 홍보 등에서 얻은 정보를 통해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기업 연수나 체험 워크숍, 그리고 투어의 관광 코스로도 많이 이용
되고 있다. 특히, 당사의 독특한 경영 방식이 알려지면서 이를 배우려고
하는 노력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남이섬의 매력에 만족한 고객은 남이
섬을 다시 찾는 경향이 강하다고 한다. 계절을 달리하여 방문하거나 기업
의 연수에 참석한 후 이후에 가족과 같이 다시 방문하거나 가족과 같이
다녀간 후 기업 연수지로 추천하여 기업 연수를 다시 오는 등 다양한 방
식의 재방문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회사의 웹사이트에 게시판을 운
영하여 고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
한 의견들 중에는 이용 시의 불편 사항이나 건의 사항도 있지만 남이섬의
관광지로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들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아
이디어들은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한다고 한다.
회사의 업무 조직은 행정청, 관광청, 환경청의 3청과 그 밑에 9팀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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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있다. 섬이라는 근무 장소의 특성상 업무 조직은 섬 전체에 흩어져
있다. 따라서 의사소통은 주로 이메일, 전화, 워키토키, 그리고 현장에서
의 의사소통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회사 전체 인원인 136명이 거의 가족
과 같은 분위기로 근무하며 한 달에 한 번은 전체 인원이 모이는 조회를
실시한다. 업무의 특성상 협력해서 해야 하는 일이 많고, 위에서 지적된
TFT 방식으로 일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자연스럽게 서로 알아가게 된다
고 한다. 직무 간 인사이동은 개인이나 회사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당사가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의 수준 및 특성에 의해 직무이동에 상당한
유연성이 가능하다. 또한, 팀장 혹은 팀원이라는 직책만 존재하는 팀제로
운영되고 있다. 초창기에는 팀장이 팀원이 되고, 팀원이 팀장이 되는 경
우 불만이나 어색한 분위기 등이 존재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시행착오
를 거쳐 어느 정도 안정된 상황이라고 한다.
남이섬(주)는 사업의 독특성만큼이나 독특한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다.
사업의 콘셉 자체가 고객들에게 편안한 여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맞는 자유로운 조직 분위기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의 근로자에 대한 철학 중의 하나가 “만족한
근로자만이 고객들에게 만족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볼 때 “자유
로움과 편안함을 느끼는 근로자만이 고객들에게 비슷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관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명제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에버랜드와 같은 인공 놀이시설의 경우에는 놀이시설의 공간적인 배치
등에 의해 어느 정도 관광의 동선이 정해지지만 남이섬의 경우에는 여행
객이 스스로 자유롭게 여행의 동선을 정해가며 여행을 즐길 수 있게 한다
는 것이 남이섬 여행상품의 중요한 특성이다. 직원들은 회사를 오랫 동안
같이 가는 보금자리와 같은 의미로 생각한다고 한다. 하지만, 소규모의
조직이 커지면서 겪게 되는 어느 정도의 성장통은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
아버지에 이어 자식이 대를 이어 일하거나, 온 가족 삼대가 함께 모여 같
은 직장에서 일하거나, 부부가 같이 사원으로 근무하는 등 가족이나 지역
공동체의 성격을 가진 조직 문화가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직
운영은 너무 상업화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자연과 동화되는 관리를 기본
적인 지침으로 하고 있다. 2000년 초반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가져왔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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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교훈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당사의 조직 문화를 논하면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은 리더의 역할이다.
초대 설립자인 수재 민병도 선생과 현 대표이사인 강우현 사장이 그들이
다. 수재 민병도 선생은 제7대 한국은행 총재를 지낸 금융인이다. 그는 또
한 한국 최초의 출판사인 을유문화사를 설립했던 출판인이기도 하고, 국
내 최초의 교향악단인 고려교향악단을 창설했던 음악인이기도 했다. 또
한, 어린이 문학지인 새싹 문학을 창간하고, 현대미술관회 회장을 역임하
는 등 다양한 문화 분야에서 활동한 종합 문화인이었다. 그리고 그랜드하
얏트서울호텔의 대표이사를 지내는 등의 사업가이기도 했다. 그는 한국
은행 총재를 사임한 후 대자연 속에서 여생을 보내고자 1965년 남이섬을
매입했다고 한다. 그는 1966년 경춘관광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나무를
심고 골프장 등 종합휴양지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광휴양 사업
을 확장하였다. 그의 공헌 중의 하나는 식목 사업이다. 현재의 남이섬의
자연환경의 기초는 그의 식목 사업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문화 분야에서 활동했었기 때문에 현재 당사의 다양한 문화 관련 행사와
활동의 성과 또한 그의 문화 유산이 자산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이다. 현 대표이사인 강우현 사장 또한 비슷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로고 디자이너 및 동화 작가로 당사에 취임하기 이전부터 어린이 동화 작
가로는 이미 유명한 수준에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2001년 연매출 20억
원에 부채 60억 원의 부실기업이었던 남이섬(주)의 경영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주위의 의구심의 눈초리가 많았다고 한다.
그는 기존 주주들의 간섭을 배제한다는 조건으로 연봉 100원에 사장으로
취임하였다. 미국의 리 아이아코카 사장이 35억 달러 적자로 도산 위기에
빠진 크라이슬러사를 회생시키고자 취임하면서 연봉 1달러만 받겠다고
선언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하겠다. 취임 초기, 문학인이 회사 조직
을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는 우려와는 달리 그는 동화 작가로서의 상상력
과 창의력, 그리고 강인한 추진력으로 남이섬을 변화시켜 나갔다. 그가
취임할 당시의 남이섬(주)는 재무적으로는 적자 상태였고, 차별화된 관광
아이템의 부재로 관광객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고, 쓰레기 더미의 유흥지
로 전락하고 있었다. 또한, 직원들도 일할 의욕을 잃고 그저 사태를 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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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 취임한 강우현 사장은 배수의 진을
치고 초(秒)잠을 자면서 일에 몰두하였다. 또한, 직원들에게는 급여 인상
과 대폭적인 정년연장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를 올렸다. 오랫동안 무기력
증에 빠져 있던 직원들은 새로 부임한 사장의 파격적인 배려와 격려로 비
로소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는 또한 전국에서 놀이패 200여 명을
불러 이름하여 <남이섬 희망 축제>를 벌여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운다.
이러한 노력 중에 2001년 11월 중순, 섬을 둘러보던 윤석호라는 이름의
드라마 감독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이 우연한 만남은 <겨울연가>라는
대박 상품으로 침몰하던 남이섬을 일거에 일으켜 세우는 기폭제가 되었
다. 그는 드라마 촬영지 제공에 대한 대가로 현금 대신 남이섬에서의 제
작발표회를 조건으로 내세워 남이섬을 전국적으로, 나아가 전 세계적으
로 홍보하는 효과를 거둔다. 또한, 바가지요금을 일삼는 가게들을 철수시
키기 위해 2002년 초 제3 금융권에서 12억 원을 대출받아 남이섬에서 바
가지 요금을 없애는 데 사용하였다. 직원의 눈빛이 살아나고, 주변 환경
이 정화되면서 남이섬은 사람들에게 편안한 마음으로 휴식할 수 있는 환
경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남이섬(주)의 경영 정상화
로 이어졌다.
2004년을 맞이하면서 그는 ‘변화’를 통한 ‘창조’를 구호로 문화콘텐츠를
통한 창조 활동을 강조하였다. 그는 “딴 곳에서는 장난 같은 일도 남이섬
에서는 관광상품이 되게 하라!”는 지시를 통해 독특한 아이디어들이 관광
객의 눈을 끌기 시작했다. 그는 또한 남이섬의 지리학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으로 세계로 눈을 돌려 다국적 축제인 ‘책나라축제’와 ‘세계
청소년축제’를 통해 전 세계를 향해 마케팅을 벌여 나가기 시작한다. 이
러한 노력으로 인해 남이섬을 찾는 외국인은 연간 20만∼30만 명선이 되
었다. 이처럼 문화콘텐츠가 개화하면서 남이섬 방문객은 폭발적으로 늘
어났다. 고성방가와 쓰레기로 대변되는 유원지에서 국제적 관광지로 변
신한 지 불과 4년 만에 문화를 파는 브랜드와 이미지를 가진 곳으로 탈바
꿈한 것이다. 이러한 변혁의 성공에는 “시스템보다는 사람, 돈보다는 마
음을 중시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상상의 세계를 중시”하는 강우현 사장
의 경영 철학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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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업 문화에 맞게 고객들이나 직원들에게 개방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고, 투명한 경영을 위해 회사의 정보는 일반에 공개되어 있다.
기업 이익의 상당 부분을 녹색가게나 환경학교와 같은 사회단체에 기부
하고 활동을 같이하는 등 지자체를 포함한 각종 단체들과 융합하는 전략
을 통해 자유로운 아이디어 창출 및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윈윈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남이섬(주)는 유원지에서 관광지로
변화하는 동안 국제기구나 시민단체들의 든든한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해
오고 있다. 대한 YWCA 연합회의 ‘YWCA 환경과 생명터’와 전국녹색가
게운동협의회의 ‘YMCA녹색가게체험공방’를 후원하고, 유니세프한국위원
회가 아동기금 마련을 위해 운영하는 ‘유니세프홀’을 제공하고 있으며, 환
경운동연합의 교육전문기관인 (사)환경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남이섬환
경학교’의 교육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KBBY(국제아동도서협의회한
국위원회)에서 주최하는 79개국의 ‘세계책나라축제’ 및 한국 대중문화 진
흥을 위해 설립된 공익법인인 재단법인 노래의섬을 후원하고 있다. 이러
한 활동들은 네트워킹을 통해 종합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상
호 교류를 통해 관광객 유치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당사의 인적자원관리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
저 직원의 선발은 회사 조직의 확장과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데 선발 과정에서는 자필 이력서 및 자기 이력서를 중시한다. 회사에 대
한 열의 및 일에 대한 열정을 매우 중시하기 때문이다. 회사에 대한 열의
및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직접 종이를 만들어서 보내는 경우도 있
다고 한다. 면접은 회사의 임원과 관련 팀장까지 참여하며, 회사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정직과 근면’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한다. 60세 이전까지
채용을 하기 때문에 채용에는 사실상 나이의 제한이 없으며 59세에 입사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부지런하고 정직한 사람을 가장 중요한 조건으
로 고려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근로이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허
비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은 4시간 정도밖에 안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이다. 그만큼 허비되는 시간이 많다는 것이며, 따라
서 하루 8시간만 잘 일해도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이섬은 근
무 장소가 넓기 때문에 일일이 감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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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근로의욕이 중요하다. 또한, 회사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경영자
나 근로자의 부정직한 관행이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생각에서 정
직도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고 있다. 회사의 창립 이념이 새로운 것을 창
조하여 주위와 나누자는 ‘창평원’인데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부
지런해야만 한다는 것도 주요한 이유이다. 때문에 이러한 이념을 원하는
근로자가 들어오면 만족하며 일할 수 있다고 한다. 입사 이후에는 중간관
리층으로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고 한다. 2009년 말 직원은 85명
이었지만 최근 사업 확장으로 인해 2010년 신입사원 52명을 선발, 모두
137명이 근무하는 등 일자리창출에도 한몫을 하고 있다. 남이섬(주)는 또
한 은퇴자의 천국으로도 알려져 있다. 경기도 가평의 선착장과 남이섬을
오가는 배 5척 중 4척의 선장은 60대이고, 그 중에 한 명은 69세로 공무원
으로 퇴직한 후 남이섬(주)에 다시 취업해 근무하고 있다. 도자기 공방의
책임자는 73세, 화초 관리인은 62세 등 전체 직원의 35%가 55세 이상이
다. 당사에는 화가나 초등학교 교장 은퇴 후 청소를 하는 직원이나, 은행
장 은퇴 후 주차관리하는 직원 등 다양한 수준의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
기 때문에 인적자원을 재배치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높다는 것이 장점
이라고 하겠다. 직무 간 인사이동의 우연성도 이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하겠다. 관광산업의 경우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도 있지만 다양한 분야
에 적응할 수 있는 인력도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3년 전부터는 경영층
위주의 평가에서 벗어나 다면평가도 실시하고 있다. 물론, 다양한 시각으
로 평가를 하게 되어 좀 더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우수한 직원에 대한 평가가 하향 평준화되는 경향도 있다고 한다. 특월하
게 높은 점수를 받는 직원에 대한 견제 심리가 발동하여 지나치게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다면평가시 팀원
과 팀장의 점수 비율을 같은 수준에서 팀장의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변
화를 꾀하였고, 경영진의 재량에 의해 최종적인 발탁 인사가 가능하도록
바꾸었다고 한다. 2009년의 경우에도 관행적인 임금 테이블을 깨고 6명
정도는 임금이 30% 이상 인상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당사의 임금수
준은 예전에는 낮은 수준이었으나 2001년의 변화 이후 인근 지역의 동일
업종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물론, 수도권과는 많은 격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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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 인적자원의 수준이 다양하여 공식적인 임금 테이블이 존재하
지는 않지만 관행적으로 대졸 초임은 1,800만∼2,000만 원 정도 수준이고,
각종 수당과 식사 제공, 기숙사 제공, 유니폼 제공 등의 부가 혜택도 주어
진다. 지역이 시골이다보니 물가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처분 소득은 높
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임금구조는 하후상박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 청
소 인력도 약 2,000만 원 정도의 수준을 유지한다. 이곳 직원들의 한 달
월급은 최소 월 120만 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금전적인 보상 이외에도
비금전적인 보상으로 국제행사를 많이 개최하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하여
해외출장의 기회가 주어져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해외 경험이 가능
하다. 하지만, 관광지라는 특수성 때문에 휴일에도 일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휴무가 일정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5년 전에, 직원을 고용
할지는 회사가 결정하지만 임금은 직원이 결정하다는 희망연봉 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가 원하는 임금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파격적인 임금 제
도를 도입하였으나 입사 시의 임금수준이 이후의 임금수준에 막대한 영
향을 미치는 부작용이 존재하여 이 제도는 수정되었다. 이 외에도 평가에
따라 상여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남이섬(주)의 또 다른 주요 인사 제도는 정년 제도이다. 당사의 직원들
은 멀티플레이어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 외국어 통역을 하다가도 혹은 전
시장의 작품 디스플레이를 하다가도 연회부에서 일손이 부족하면 달려가
음식을 나르며 도와줄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무슨 일이
건 눈앞에 닥치면 해 내는 소위 ‘맥가이버팀’ 정신은 사우스웨스트 에어
라인의 협동정신과도 비견된다.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의 직원들도 서로
도와가며, 비행기가 착륙 후 정비하여 다시 이륙하는 시간인 턴 어라운드
타임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높은 수준의 조직 성과를 나타낸 사례로
유명하다. 비행기가 착륙하고 나면 조종사도 기내청소를 돕고, 승무원은
검표를 도와주는 등 서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업무를 효율적으
로 처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직원들의 노력에 대한 회사 측의 답례가 ‘80
정년’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제 1차 정년은 근로기준법상의 정년인 55세이
지만 정직하고 부지런한 직원은 재심사를 통해 정년 급여의 80% 범위에
서 2차 정년인 80세까지 일할 수 있다. 남이섬의 경우, 업무의 특성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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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연, 환경, 조경, 예술 등이기 때문에 잡초를 뽑거나 청소에서부터 도
자기를 만들고, 나무를 가꾸고, 손님을 위해 모닥불을 지피고, 시를 짓거
나 붓글씨를 써 주는 일 등,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업무들이 얼마든지
많다. 이러한 업무들은 나이나 경력이 중요한 자산으로 작용하는 업무들
이다. 당사의 고령자 직원들 중에는 대학교수를 겸임하는 경우도 있을 만
큼 다양한 직종의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또 남이섬(주)는 30년 넘게
여객선을 운항한 항해사를 비롯해 조경, 도자기, 식당 등에 종사하는 6명
을 종신직원으로 선정하여 정년인 80세까지 근무한 뒤 회사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망할 때까지 매월 80만 원의 급여를 주는 제도를 시행해 화제
가 되기도 했다. 회사에 많은 공헌을 한 경우 종신직원으로 고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엄청난 홍보 효과와 근로자들의 심적인 안정 및 사
기진작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관광업은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근로자
들의 마음과 정성이 매우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고용을 안정
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수십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한다. 또한,
이미 신문 및 방송에도 10여 차례 이상 홍보되어, 홍보의 가치 또한 그 이
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 고용에 따른 역효과도 있다고 한다. 단적
으로 나이와 공식적인 지위가 엇갈림으로 인해 생기는 부조화 현상이 발
생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친구아버지가 팀원인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이
다. 소규모 공동체의 특성으로 인해 사적인 지위로 인해 공식적인 지위가
무마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근로
자들의 사기진작과 이를 통한 서비스의 개선이나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근
무 자세의 확립 등의 효과는 그 가치를 가늠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지금까지 남이섬(주)의 성공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당사의 경쟁력을
종합하면, 천혜의 자연 조건, 전략적인 지리적인 위치, 문화 유산의 활용,
경영진의 리더십, 근로자들의 정신자세, <겨울연가> 드라마의 홍보 효과,
문화관광상품의 개발, 국제적인 네트워크와 인적 관계망 등이 종합적으
로 작용하여, 남이섬 관광지를 차별화하고 고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통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성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2001년 30만 명 수준이었던 관광객은 [그림 9-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여 지금은 거의 2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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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의 경우에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비록 비슷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유산과 조직 문화 없
이는 이러한 비약적인 성장은 이룩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문화적 유산
은 하루아침에 이룩할 수가 없는 것이고, 돈을 주고 살 수도 없는 것이며,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조직 문화 또한 단시간에 창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당사가 가진 경쟁력의 원천은 경쟁사들이 단시간에 쉽게 모방하기
어려운 창의력과 혁신 중심의 경영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현재 좋은 문화상품을 가지고 있고 고객군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혁신 활동과 이를 통한 새로운 문화상품의 개발이 없이는 이러
한 우월한 위치를 계속 유지시켜 나가기 어려울 것이 때문이다. 근로자들
을 최고의 자산으로 생각하고, 이들의 사기와 조직 문화를 위해 종신 고용
도 마다하지 않는 인적자원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인적자원의 가치에 대
한 무한한 신뢰 또한 이러한 조건에 빠지면 안 될 중요한 요건이라고 하
겠다.
[그림 9-1] 남이섬의 이용객 추이
(단위 : 천명)

주 : 2010년도의 입장객은 7월까지의 누적 입장객 수를 기반으로 2009년도의 월별
추이를 기초로 추론하여 계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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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오 콘
주식회사 오콘은 1996년 설립되어 애니메이션 전문가들의 기술력과 풍
부한 제작 노하우를 바탕으로 3D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있는 애니메이
션 제작사이다. 국내 최초로 모션 캡쳐 방식을 도입한 애니메이션을 제작
한 오콘은 지난 10여 년간 방송용 애니메이션을 750편 이상 개발하며 디
지털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의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1998년 댄스 모션을
시청자에게 소개하고 가르치는 <룰루랄라의 댄스댄스>, 1999년 시사뉴
스를 유머러스하게 논평하는 사이버 앵커 <나잘난 박사>를 통해 본격적
으로 대중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그 후 대표적인 TV용 애니메이션인
<뽀롱뽀롱 뽀로로>(2003년 제작)와 <선물공룡 디보>(2005년 제작)를 제
작하여 라이선스 사업 및 부가 사업을 국내외에서 진행하고 있다. ‘감동
과 비즈니스가 동시에 존재하는 CREATIVE’를 모토로 하는 오콘은 애니
메이션과과 브랜드 비즈니스의 조화로운 결합을 중시하며 창작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안시’, ‘카툰스온더베이’, ‘아니마문디’ 등 세계적인 애니메
이션 페스티벌의 본선 진출에 성공하기도 하였다. 2003년부터는 뽀로로
와 디보 캐릭터로 인하여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대상 문화부장관상, 대한
민국 디지털콘텐츠 대상 국무총리상, 대한민국 캐릭터 대상 문화부장관
상, 대한민국 캐릭터 대상 대통령상 등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당사는 현재 약 40명 정도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인원
은 에니메이션 제작에 투입되어 약 20명 정도가 일하고 있다. 그 외에 경
영관리 5명, 라이센스 사업에 8명 정도가 일하고 있으며, 나머지 인원은
기획이나 디자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업계의 시장은 아직 대부분의 업체들이 영세 업체 수준을 벗어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75) 이처럼 자체적인 제작을 하는 국내
애니메이션 업체는 아니코닉스와 쌈지 등 몇몇 업체에 불과하고 아직 대
부분의 국내 업체들은 주로 미국, 일본, 유럽 등 애니메이션 선진국 업체
75) 당사의 경우에도 뽀로로와 디보라는 인지도 높은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제작하였
고, 국내 업계에서 상위 5대 업체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규모가 아직 40명
정도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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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외주 제작을 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애니메이션
외주 제작 능력은 이미 세계적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외주 제작은 주
로 원화와 동화를 그리는 작업을 대행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 창출의 측
면에서는 열악한 상황이다. 다른 대부분의 상품처럼 애니메이션 상품의
주된 부가가치는 주로 기획 및 제작 단계에서 창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의 경쟁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싼
임금을 장점으로 애니메이션 외주 제작 시장마저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
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애니메이션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획이나 캐릭터 개발을 담당하는 인력의 강화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
황이다.76)
애니메이션 자체 창작 제작을 어렵게 하는 또 하나의 요인은 상품의
특성상 이윤 창출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애니메이션
작품의 경우 제작 완료 후 약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만 어느 정도의
이윤이 창출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고객들의 작품에 대
한 인지도가 상승하는 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 방송 판권은 하나의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개발하여 창출할 수 있
는 이윤의 약 15∼20% 정도만을 차지하며, 라이센스, 책, 장난감, 식품,
문구류, 공연 전시, 출판 도서 등의 One-source/Multi-use, Media-Mix
상품들이 나머지 이윤 창출을 담당한다. 이윤 창출의 주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One-source/Multi-use, Media-Mix 상품들은 원작 캐릭터의 인
지도가 어느 정도 상승한 후 상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의 애니메이
션 캐릭터가 성공하더라도 이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
도의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본 기반이 약한
애니메이션 제작 회사들은 제작 과정 중에 자본 부족으로 제작을 중단하
거나 제작을 하더라도 이를 통한 이윤 창출에 필요한 시간 동안 다른 작
품을 제작하거나 회사를 유지할 수 있는 자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유
지되기가 어려운 형편이라고 한다.
애니메이션 제작 업계의 주된 경쟁력은 누가 얼마나 더 좋은 콘텐츠를
76) 당사의 경우에도, 이러한 기획 및 제작 인력의 수준이 현재의 회사 수준으로 발전
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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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하고 확보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어느
회사가 더 인기 있는 캐릭터를 만들어내고 이를 기반으로 탄탄한 스토리
와 흥미 있는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가에 따라 회사의 이윤 창출이 달라
지고 결국 회사의 경쟁력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창업
에 필요한 초기의 자금은 시나리오 작업 이후 필요한 자금만 약 10억 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 비해 초기 창업비용이 그렇게 많이 필
요한 산업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자금력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좋은
수준의 기획 및 제작 능력을 갖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획 및 제작 능력을 갖춘 인력풀이 협소하
기 때문에 이러한 인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시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 기존의 기획 및 제작 인력을 소위 ‘인력
빼오기’ 방식으로 수급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77) 기획 및 제작
이외의 인력들은 주로 맥스나 마야와 같은 3D 프로그래머들로서 이들은
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원화나 동화를 그리는 업무를 담당
하는 인력들이다. 기획 및 제작은 일반 TV 프로그램 제작과 비슷한 측면
을 가지기도 하지만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작가나 피디 등은 별도의 전공
에서 별도의 교육 및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 별도의 분야로 이루어져 있
다. 따라서 일반 TV 프로그램이나 동영상 제작 분야와의 인적 교류 등은
별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최근에는 게임 업계가 성장함에 따라
게임 업계와 오히려 더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게임 회사
의 경우, 오락 프로그램에 삽입되는 영상 제작 등에 애니메이션 분야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애니메이션 업계는 초기 창업자금이 상대적으로 적
기 때문에 업계로의 진입은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며, 따라서 진입은 상대
적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위에서 지적하
였듯이 기획 및 제작 인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고, 이윤 창출에 필요한
시간이 상당 기간 필요한 등의 요인으로 인해 시장에서 퇴출되는 기업들
이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퇴출되는 기업들의 주된 이유는, 제작 기간 중
혹은 제작 후 이윤 창출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자금력이 뒷받침되기 않기
77) 당사의 경우에도 창업 초창기에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기획 및 제작 능력을 갖춘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회사가 창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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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인다.
애니매이션 업계도 다른 문화산업과 비슷하게 노동시장의 인적 구성은
상당히 젊은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당사의 경우에도 주로
20대 중반이나 후반이 주된 인적 구성을 이루고 있으며, 성별은 반반 정
도로 구성되어 있다. 학력 수준은 애니메이션학과 등 전문대 및 4년제 대
졸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졸
업하고 기본적인 교육을 받은 인력들을 채용하고 있다. 맥스 등의 3D 프
로그램은 학원 등에서 추가로 교육을 받고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당
사도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처럼 신입 직원들보다는 경력직을
선호하고 있었다. 신입 직원들의 경우, 실무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훈련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 당장 실무에 필요한 인원을 수급하기
에도 벅찬 중소기업의 현실에서 신입 직원의 훈련에 필요한 시간을 투자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입 직원보다는
다른 회사에서 2∼3년 정도의 경력을 가진 인력들을 선호하고 있었다. 애
니매이션 업계는 출퇴근 시간이 불투명하고, 야근이나 밤샘 작업 등이 많
은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당사는 출퇴근 시간을 되도록 지키려 노력하고
있었다. 직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과 근로자들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 불
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출퇴근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애니메이션 제작 업계에 대한 투자 환경은 아직은 그다지
충분한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지적하였듯 투자의 회수 기
간이 상대적으로 길다는 단점 때문에 투자자들이 애니메이션 업계에 투
자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이다. 자본력의 부족
으로 인해 시장에서 퇴출되는 기업들이 존재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당사의 경우 뽀로로와 디보와 같은 캐릭터의 성공으로 인
해 비교적 양호한 투자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 투자 설명회 등을 통해 국
내 자본을 유치하는가 하면 2006년에는 골드만 삭스로부터 100억 원 정
도의 투자를 유치하여 디보 캐릭터를 개발하고 제작하는 데 사용하였다.
2004년에는 ‘선물공룡 디보’가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의 파일럿 지원
프로젝트에서 1위로 선정되어 자금을 지원받기도 하였다.
애니메이션 업계는 문화관광부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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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분야이며 특히 문화관광부 산하의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 콘텐츠산업 인재 양성과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만들어진 기관으로서 제작 지원, 해외진출 지원, CT
융합콘텐츠 사업, 인재 양성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제작 지원과 관
련하여서는 시장성 있는 우수한 국산만화 제작 역량 확대 및 성공사례 발
굴, 우수 국산만화의 창작, 연재, 상품화를 통한 국산만화시장의 활성화,
전문디자인을 접목한 상품 디자인으로 융합형 글로벌 캐릭터 상품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규 콘텐츠 발굴에 대하여 심사 후 선정하여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제작 작품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전체 제작비의 약 30∼4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사용되는 3D 소프트웨어 및 장비가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이 감당하기에는 벅찬 고가이므로 이에 대한 자금 지원이
나 장비 임대 등의 사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인재 양성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스토리창작센터 운영, 대학 및 기관
연계지원, 일자리창출 및 고용 지원, 콘텐츠 제작인력 양성 등은 우리나
라의 애니메이션산업 분야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데 있어 많은 공헌
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니메이션산업의 해외진출은 국내시장 진출 시보다 추가적인 요건이
더 필요하다. 예를 들면, 국내시장 진출 시에는 저작권 등록 등을 국내에
만 하면 되지만 해외시장 진출 시에는 해외 진출국마다 해야 하는 등의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애니메이션 기획이나 제작은 미국, 일본, 유럽
등이 선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현재 약 10위권 정도에
자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애니메이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획이나 제작, 캐릭터 개발 등의 분야의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이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애니메이션 상품의 부가가치의 상당 부
분이 기획 및 제작 부분에서 창출되기 때문이다. 원화와 동화 등을 그리
는 작업을 주로 하는 외주제작 시장은 우리나라가 기술력과 인적자원의
우수성 등을 인정받아 경쟁 우위에 있었으나 최근에는 중국이나 말레이
시아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싼 임금을 기반으로 경쟁을 가속화시키고 있
는 실정이다. 당사의 경우 다른 애니메이션 자체 제작 업체들처럼 중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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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제작을 주면서 공동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선물공룡 디보’의 경우
외국의 시나리오 작가와 공동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 2003년에는 유럽의
유명 애니메이션 제작사와 ‘이니스 쿨’이라는 애니메이션을 공동으로 제
작하기도 하였다. 기획이나 제작 분야가 고부가가치 사업 분야이긴 하지
만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 또 하나의 걸림돌은 문화적 선호의 차
이라고 할 수 있다. 각 국가들마다 국가 문화가 다르고, 사고의 코드가 다
르기 때문에 한 국가에서 성공한 캐릭터나 스토리가 반드시 다른 국가에
서도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다양한 국가에서 성공적인 캐릭터와 스
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범문화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캐릭터와 스토리
를 창출하든가78) 각 국가의 문화를 파악하여 이에 맞는 맞춤형 캐릭터와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작업79)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당사의 생산 활동에 대해 살펴보겠다. 당사의 사업 분야는
크게 판권사업, 부가사업, 교육사업으로 나누어진다. 국내 판권사업은 애
니메이션의 방송 배급 및 캐릭터를 제품에 활용하여 캐릭터상품을 개발
하는 라이선싱 사업으로 현재 ‘뽀롱뽀롱 뽀로로’와 ‘선물공룡 디보’의 국
내외 라이선싱 사업을 하고 있으며, 기타 국내외 캐릭터들의 라이선싱 대
행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당사의 캐릭터를 활용한 라이선싱 상품은 완구,
출판, 의류, 식품, 생활용품, 전시공연, 공간사업 등의 영역에서 약 2,000
여 종이 출시되어 있으며, 제조 및 유통 업체들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
다. 해외 판권사업은 2005년 ‘선물공룡 디보’가 MIPCOM(글로벌 애니메
이션 트레이딩 페어)에서 디즈니, 워너 브러더스, 영국 BBC 등의 관심을
끌어 국내 최초로 월트 디즈니에 직배하였으며, 유럽, 미주, 아시아 등 90
여개 국에 진출하였다. 부가사업은 라이선싱 사업을 통한 상품화 사업 외
공연/공간, 의류, 완구 등으로 자체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
를 위해 당사의 핵심적인 경쟁력인 창조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차별화
된 상품을 개발하여 출시하고 있다. 교육사업은 당사가 설립 초기부터 관

78) ‘선물공룡 디보’의 경우, 이러한 범문화성을 어느 정도 갖춘 문화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79) ‘뽀롱뽀롱 뽀로로’의 경우, 우리나라의 유아들에게 더 친숙하고 재미를 제공하는
캐릭터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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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2]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

심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사업 분야로 자체 온라인 커뮤너티인 ‘디보 홈
에듀’를 운영하고 있으며, IPTV 교육콘텐츠 사업과 오프라인 학원으로 영
어 유치원과 어린이 논술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애니메이션 작업 공정은 크게 사전 공정(pre-production), 주 제작공정
(main-production, post-production) 등 세 공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전 공정(pre-production)은 작품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단계를 의미한
다. 각본, 그림콘티, 레이아웃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기획은 작품의 설정
단계로서 의도, 타깃, 장르, 컨셉 등을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기획은 모든
작업의 첫 단계로 작품과 계획을 결정하는 단계이다. 작품 결정이란 누구
를 대상으로 어떤 장르에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무슨 이야기로 재미를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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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계획에서는 얼마의 예산으로 어떤 일정으로
작품을 만들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계획이 애니메이션 제작 가능 여부
를 결정한다면, 작품은 애니메이션 성공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획 단
계에서 방향이 정해지면 설정 작업에 들어가는데 작가는 전체 스토리와
인물에 대한 틀을, 디자이너는 기본 디자인을, 배경 설정 감독은 배경 설
정에 들어간다. 시놉시스, 디자인과 배경이 설정되면 작가는 본격적인 시
나리오 작업을 시작한다. 시놉시스란, 전체적인 설정이 완료되고 이를 간
결한 스토리로 연결하는 작업 과정을 말한다. 그리고 시나리오란, 완성된
줄거리를 구체화하는 단계로서 실제 제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물의 심
리, 대사, 분위기 등을 상세히 기술하는 과정을 말한다. 시나리오는 플롯
과 캐릭터, 즉 이야기적인 재미와 인물 성격을 위주로 작성된다. 디자인
은 기본 설정과 시나리오에 나온 것을 바탕으로 모든 캐릭터와 소품을 하
나도 빠짐없이 디자인하는 것이다. 글로 되어 있는 캐릭터를 구체화시켜
주는 작업이 디자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배경 역시 시나리오에 나오
는 각 장면에 나오는 배경을 만들어 준다. 이렇게 시나리오, 캐릭터, 배경
등이 만들어지면, 다음에는 애니메이션에서 제일 중요한 콘티 작업으로
넘어간다. 콘티란, 스토리 보드를 말하고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해 이야기
를 그림화하고 시퀀스 사이의 관련성이나 효과, 대사, 음악 및 카메라 워
크, 조명, 액션 등을 검토하는 단계를 말한다. 콘티는 콘티뉴이티라고 하
는데 연속적인 중요 장면들을 이어서 그림용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작업
이다. 스토리를 영상화시켜 주는 첫 단계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
다. 콘티가 완성되면 액션이 이루어지는 부분과 고정된 배경 부분으로 나
누기 위해 레이아웃 단계로 넘어간다.
주 제작 공정(main-production)은 작화 용지에 원화, 동화, 배경 등을
그려 넣어 애니메이션을 촬영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작화 단계는 배경과
동시에 진행되는데 원화와 동화 작업으로 구분된다. 움직이는 재료가 되
는 그림, 즉 콘티를 보고 캐릭터의 시작, 끝 모션을 그리는 작업이 원화
작업이고, 원화와 원화 사이의 움직임의 중심이 되는 그림, 즉 시작과 끝
모션 사이를 그리는 것이 동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배경 작업은 캐릭
터가 활동하는 배경을 그리는 작업을 말한다. 배경 작업은 수작업과 컴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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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작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후 채색, 특수효과, 랜더링80), 촬영의 단계
를 거치게 된다.
사후 공정(post-production)은 완성된 재료들을 종합하여 작품을 만드
는 공정을 의미한다. 영상 편집을 통하여 각각의 장면을 자르거나 붙여
하나의 동영상을 만들고, 배경음과 효과음 그리고 더빙 등을 통하여 동영
상에 음성을 결합하고, 비디오 편집을 통해 영상과 음성을 합쳐 편집을
하게 된다.
위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애니메이션산업의 경쟁력은 경쟁력 있는 기
획력 및 캐릭터 창출에 달려 있기 때문에 당사에서도 이 분야에 전체
이윤의 약 10∼15% 정도를 투자하고 있다고 한다. 하나의 캐릭터가 출
시되면 각 캐릭터 자체에 대해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기 때문에 이 캐릭
터를 사용하는 모든 상품(재화 및 용역)에 대해 지적재산권이 확보된다.
당사의 주 고객은 유아들(주로 미취학 아동)이기 때문에 다른 산업의
고객들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 고객들 스스로 구매권을 가진 것이 아
니라 고객의 부모들이 구매권을 가지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요 창출보다
는 파생된 수요 창출을 통해 이윤을 확보한다고 볼 수 있다.81)
당사는 문화산업의 특성인 범위의 경제 효과를 충분히 이용하여 Onesource/Multi-use, Media-Mix 전략을 충실히 실행하고 있다. TV 방송용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었던 뽀롱뽀롱 뽀로로 캐릭터는 2008년에는 뽀로
로와 얼음나라 대탐험 체험전으로, 2009년에는 극장판 장편 애니메이션
‘뽀로로와 신나는 아이스 레이싱’으로도 기획되었으며, ‘뽀로로와 비밀의
방’이라는 뮤지컬로도 공연되었다. 역시 TV 방송용 애니메이션으로 제작
되었던 ‘선물공룡 디보’의 경우에도 2008년 자체 완구상품으로 제작되어
출시되었으며, 2009년에는 ‘디보와 초록선물’이라는 뮤지컬, 디보와 선물
나라 체험전, ‘디보와 노래해요’라는 TV 방송용 애니메이션, IPTV 영어
콘텐츠 ‘디보의 스토리 북’ 등으로 다양하게 제작되어 회사의 이윤 창출
80) 랜더링이란 컴퓨터 애니메이션서 한 피사체 및 배경, 조명, 매핑한 텍스처 등을
카메라를 통해 보는 장면까지 모두 계산해 2차원의 최종적인 화면을 만드는 과정
을 말한다.
81)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 부모들의 아이들에 대한 투자 경향을 보면 이러한 수요의
파생성이 더 높은 이윤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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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공헌하고 있다.
회사의 조직은 4개의 부서에 각 본부장을 두고, 담당자가 본부장과 협
의하여 각 부서의 업무를 진행시키며, 부서들 간의 의사소통은 각 부서의
담당자들 간의 협의를 통해 진행시키고 있다. 전체회의는 2주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으며, 3D 프로그래머들은 별도의 작업실을 두고 따로 작업을
하고 있다. 전체 물량의 50∼60% 정도는 외주를 통해 생산하고 있으며,
외주 물량의 대부분은 주 제작 공정(main production)의 원화 및 동화를
그리는 부분이다. 외국 외주 업체들은 주로 중국을 이용하고 있지만 최근
에는 중국 물가가 많이 상승하여 국내 인력과 비교하여도 임금 차이가 10∼
20% 정도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가격경쟁력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기업 문화는 젊은 층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분야
이고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업체의 특성상 자유로운
분위기이며, 복장 등에 있어서도 자유로운 편이다. 근로자들의 윤리 의식
은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분위기이다. 회사
의 리더십은 의사소통의 양은 많지 않은 편이나 직원들과 열린 소통을 하
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라고 한다. 업계의 특성상 재무구조가 열악하여 다
른 회사에서는 임금체불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나 당사는 직원들의
월급 지급 등을 최우선시하여 직원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하
고 있다고 한다.
회사의 인적자원관리 제도를 살펴보면 선발 및 채용은 주로 잡 코리아
등의 온라인을 이용하여 수시채용으로 하고 있고, 주로 프로젝트 중심으
로 업무가 진행되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진행 사항에 따라 인력수급을 조
절하고 있다. 회사 인력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율은 약 절반 정도이고
원화 및 동화를 그리는 동영상 작업은 주로 계약직들이 담당하고 있다.
동영상 작업의 경우 프로젝트가 있어야만 업무를 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
문에 유연성 확보를 위해 계약직 직원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당사가 원하는 인재상은 성실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고 기존의 직
원들과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면서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이라고 한다. 기회
이나 캐릭터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당사의 경쟁력의 원천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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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별도의 관리를 하고 있으며, 연봉도 일반 근로자들보다 두 배 이
상 차이가 난다고 한다. 대부분의 애니메이션 업체들이 이러한 기획 및
제작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을 원하기는 하지만 전체 업계의 규모가
작아 스카우트 등을 통한 인력 이동은 적은 편에 속한다.
교육 및 훈련은 더 좋은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
지만 현재로써는 교육훈련을 위한 예산은 확보되어 있어 기본적인 훈련
은 실시하고 있지만 심도 깊은 훈련은 실시하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아
직 회사의 규모가 작아 훈련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
다. 따라서 현재는 맥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회사인 오토 데스크 등에
위탁교육을 시키거나 세미나 등에 참석하는 등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었
다. 평가 제도는 근태관리, 업무 성취도 등 일반적인 인사고과 내용을 통
해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있었고, 인사고과 결과는 임금인상과 승진 등에
영향 미치고 있었다. 당사의 임금 체계는 기본적으로 연공급 방식의 호봉
제를 채택하고 있었고 이에 1년에 한 번 성과 평가 결과와 회사의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을 결합한 연봉제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마지막으
로 이직 관리의 측면에서 이직률은 서비스업 특히 문화산업의 특성상 제
조업보다는 높은 편에 속했으며, 계약직의 경우 프로젝트 베이스로 계약
을 하다 보니 프로젝트가 종료됨과 동시에 계약이 종료되는 비자발적 이
직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82) 정규직의 이직률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당사의 경쟁력의 원천은 위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하였듯이 기획력 있
는 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회사의 창업부터 같이 시작한 인력들
로서 회사 창업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기획력과 캐릭터 개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얼마 되지 않는 애니메이션 자체 제작
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들의 아이디어가 뽀로로나 디
보와 같은 성공한 캐릭터를 창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인력들은 외
국의 애니메이션 박람회나 각종 행사에 참여하면서 최근의 업계 동향을
82) 하지만, 이처럼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는 인력들은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업무 분야가 맞으면 다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직
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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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참신한 새로운 캐
릭터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비해 당사의 조직구조나 인적자원
관리 제도의 수준은 아직 높은 수준에 달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아직 회
사의 규모가 크지 않아 이러한 분야에 대한 투자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효율성이 없기 때문이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당사처럼 자체적인 애니메이션
제작을 하는 업체의 경우에도 이처럼 영세성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은 외
주 제작 업체들의 영세성이 어느 정도일 것인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
이기 때문이다.

4. 푸른여름 콘텐츠 홀딩스
푸른여름 콘텐츠 홀딩스는 2009년 창립된 신흥 회사로 TV드라마, 영
화, 3D콘텐츠, 다큐멘터리, R&D, 배급 유통 등 영상 사업 전반에 걸쳐 스
토리 중심의 문화 콘텐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영상 사업의 환경
이 융․복합 미디어 환경으로 변화함에 따라 융․복합 콘텐츠 제작 시스
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Cross-Over Media/Platform 구축을 통
해 기존의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다큐멘터리 등으로 분절적으
로 폐쇄되어 있던 미디어와 플랫폼 간의 교차와 이동 확대를 통해 멀티
플랫폼이 가능한 콘텐츠 비즈니스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결국 문
화 콘텐츠 사업의 핵심은 신선하고 재미 있는 스토리를 창출하고 확보하
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소비자들의 개성화․다양화․세분화 추세에 부응
하는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 BCES(Blue Summer’ Creative Escalation
System)라는 자체적인 스토리 창작 시스템을 통해 독자적인 스토리를 기
획 및 창작하고, 출판을 통해 사전 검증을 거친 후 영상상품으로 출시하
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
당사는 아직 신흥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 규모는 약 20명 정도의 소규
모이지만 다양한 사업 영역의 계열 회사 및 제휴사들과 연결되어 있다.
푸른여름 퍼블리싱은 출판사로 일반적인 출판 사업 외에 지능형 플랫폼
에 맞는 전자책, 어플리케이션 북 등을 출시하고 있다. 폴룩스 픽쳐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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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를, 유니콘 픽쳐스는 드라마를, 엘리스FX는 3D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한국지역문화콘텐츠연구원과 미래콘텐츠 R&D 연구소에서는 스토
리 창작과 이에 필요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다. 미래콘텐츠 R&D 연구
소에서는 집단 창안 시스템과 집단 지성가치 창출 등을 통한 스토리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스토리에 기반해 다양한 영상상품들을 결합
할 경우 기존의 분절적이고 폐쇄적인 사업 모델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단점
을 극복할 수 있다. 기존 사업 방식의 경우 잠재성 있는 스토리가 존재하
더라도 콘텐츠와 영상매체와의 적합성이 떨어지는 경우 스토리가 사장되
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예를 들면, 영화사의 경우 스토리의 구성이 영화
로 적합하지 않으면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면 성공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스토리는 버려지게 된다. 다른 영상매체 제작자를 찾을 수도 있지만
네트워크의 부재, 정보 수집에 필요한 시간과 자원, 제작자와의 신뢰 구
축 등을 고려하면 거래비용이 따르기 때문에 효율적인 제작을 진행하기
어렵게 된다. 하지만, 당사처럼 스토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영상매체 제작
업체들을 융․복합 방식으로 결합하게 되면 이러한 콘텐츠 차이로 인한
스토리의 사장이나 낭비 등을 극복하고 스토리를 다양한 방식의 영상매
체 상품으로 제작할 수 있게 된다.
당사에서 이러한 사업 방식을 전략으로 수립한 이유는 영상매체 시장
이 변하고 있다는 인식에서이다. 과거의 단절적이고 고립된 시장 간의 영
역이 허물어지고 있으며 스마트폰이나 탬플릿 PC 등 스마트 플랫폼 시장
의 확대와 현재 사업인가 심사 중인 케이블 종합편성 채널의 등장 등으로
다매체 다채널 환경으로 변화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전통적인 지배 사
업자인 지상파 방송사에서 케이블 종편 등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즉
전통적 사업 모델에서 콘텐츠 생산자는 지배 사업자와의 거래에만 집중
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콘텐츠 생산자가 다양한 비즈니스 파트너와 거래
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비즈니스
파트너들은 과거와 달리 서로 상당히 다른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들과
의 비즈니스에 있어 상당히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하게 된다. 즉 multi
platform에 대응하는 multi distribution 방식이 필요하며, 스마트 프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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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응 인터액티브 서비스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생산
시스템도 융합 방식으로 바뀌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스토리 창작을 기
반으로 하는 다양한 콘텐츠 영역의 복합 및 융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당사는 작가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기획 창작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주몽>, <쾌도 홍길동>, <타짜>, <선덕여왕> 등 우리나라의 대표
적인 드라마 제작에 참여하였던 당사 CEO의 해당 분야의 오랜 경험에
기초한 전략 수립에 기초하고 있다.
당사의 인적 구성은 문화산업 분야라는 점을 감안하면 연령 분포는 높
은 편에 속한다. 일반 제작사의 경우 30대 중반 이전인 경우가 많으나 당
사는 스토리 개발 등을 위해서는 경력이 중요하므로 연령대는 비교적 높
은 편이다. 전공은 연극영화학과나 신문방송학과 같은 전공자들도 있으
나 회사의 방침이 학과보다는 경력을 보고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
하게 분포되어 있다. 하지만, 해당 분야의 경력은 풍부한 편이라고 한다.
엔지니어는 대부분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머지 인력은 남성이
70%, 여성이 30%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방송 콘텐츠의 제작 과정은 외주 제작사가 우선 작가와 계약을 하고
시놉시스를 포함한 계획안과 대본을 가지고 방송사와 협의를 거치게 된
다. 제작이 결정되면 방송사에서 감독이 파견을 나와 배우의 캐스팅이나
제작진 구성 등을 상의하게 된다. 제작진이 구성되면 촬영을 진행하고 제
작이 완성되면 방송사에 납품을 하게 되는 과정이다. 창투자 유치 등 부
가사업을 포함하여 전체 제작 과정의 70∼80%는 제작사가 주관하지만
이윤 분배는 외주 제작사가 30% 정도 분배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당
사의 최근 작품 중의 하나는 1930년 중국 상하이 지역에서 중국 영화의
황제로 불리웠던 한국인 배우 김영 씨에 대한 작품이다. 현재 <불꽃>이
라는 제목으로 소설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영화로, 중국에
서는 드라마로 제작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콘텐츠산업 규모는 <표 9-5>에서 보는 바와 같다. 방송 산
업은 지상파 방송사, 케이블 방송사, 인터넷회사, 미술회사, 사업회사(해
외판매 및 부가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제작사는 드라마, 교양,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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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5> 2010년 1∼2분기 콘텐츠산업 규모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독립제작사)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전체

매출액(백만원)
1분기
2분기
3,948,227 3,827,250
168,018
161,260
583,706
602,240
1,581,285 1,568,352
654,419
512,580
86,484
99,895

종사자(명)
2분기
증감률
92,277
-1.1%
10,150
-1.6%
64,602
0.9%
43,863
0.1%
18,204
-2.4%
3,838
3.5%

증감률
-3.1%
-4.0%
3.2%
-0.8%
-21.7%
15.5%

1분기
93,270
10,318
64,027
43,832
18,659
3,708

165,035

4.2%

4,562

4,533

-0.6%

1,125,533 1,346,250
1,197,249 1,224,812
952,055 1,003,166
10,455,368 10,510,840

19.6%
2.3%
5.4%
0.5%

4,963
20,086
11,882
275,307

5,061
20,503
11,799
274,830

2.0%
2.1%
-0.7%
-0.2%

158,392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2010),「콘텐츠산업 동향 분석 보고서」.

큐멘터리, 예능 제작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이외에 매니지먼트 회사
등이 있다.
방송 콘텐츠 업계의 경쟁력의 원천은 얼마나 신선하고 재미 있는 스토
리를 만들 수 있는가라고 할 수 있다. 부가가치의 생산 정도는 스토리를
포함한 기획 및 제작이 60%, 배우 20%, 감독 10%, 마케팅, 행운 등의 환
경적인 요소가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방송 콘텐츠 분야 노동시장에서 인력 양성은 주로 도제제도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83) 작가나 연출가의 인력 양
성 방식을 보면 작가는 조직 외에서, 연출가는 조직 내에서 인력 양성이
이루어진다는 점은 다르지만 기본적인 인력 양성 방식을 서로 비슷한 측
면이 있다. 매인 연출 밑에는 조연출이, 매인 작가 밑에는 보조작가가 작
업을 하면서 일을 배우는 방식으로 인력 양성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
한 방식을 통해 자립적인 제작이나 작품을 쓰려면 적어도 약 5∼7년, 일
83) 이러한 영상콘텐츠 분야에서의 도제 방식의 인력 양성은 일본의 인력 양성 방식
과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일본의 경우 영화감독의 양성은 철저히 도제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명한 감독의 문하로 들어가 그 감독의 영화 제작 방식을 배
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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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으로는 10년 정도가 필요하다고 한다. 예를 들어, <대장금>, <히트>,
<선덕여왕> 등의 김영현 작가는 <허준>, <상도>, <올인>, <주몽> 등
의 작가인 최완규 작가의 보조작가로 10년 동안 있었다고 한다. 이는 미
국의 크리에이티브 시스템과는 차이가 있다. 미국의 제작 방식은 대작가
중심의 집단 창작 시스템으로 유명한 작가가 시나리오를 쓰고, 필요한 제
작진을 구성하여 제작을 하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 <인디아나 존스>,
<미이라>, <내셔널 트레져> 등을 제작한 작가 출신의 제작자 제리 브로
크하이머의 예를 들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영상콘텐츠 제작 분야에서 산
학협동이 잘 이루어지고, 대학교수진의 실제 제작 참여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업무 능력을 갖춘 인적자원이 풍부하여 매인 작가들이 실제 제작
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인적자원의 양이 풍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로 신진 작가들이나 작가 지망생을 통해 작업을 진
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우리나라 방송 콘텐츠 제작 분야에 대한 투자는 국내 투자기관이 60∼
70%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 부분은 외국 투자회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국내 투자는 CJ 창투와 같은 창투사나 투자조합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외국 투자는 주로 외국 투자가 본국에서 방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투자 결정에 대한 결정은 스토리
가 좋고 16부작 드라마를 기본으로 하고, 4회 정도의 대본이 확정되고 배
우가 섭외된 경우에 이루어진다고 한다. 따라서 제작사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위험 요소를 안고 제작에 착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이 분야에서 사업자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할 수 없는 일
들, 예를 들어 중요하지만 위험 요소가 크고 이윤 창출이 어려운 일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스토리 만드는 작업과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평균적으로 스토리 창작자들 100명 중에 1명 정도만 성공한다고
한다. 따라서 일반 제작사들은 검증된 작가들만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스토리 작업은 영상콘텐츠 제작에 가장 기초가 되는 작업인 만큼
1인 창조기업 육성이나 스토리 공모 대전 등과 같은 제도들을 통해 스토
리 작가들을 발굴 및 육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자들 간의 공정한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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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위해 저작권 시비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업계의 규칙을 마련하
고 시장의 합리적인 분배 구조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글로벌 시대에 맞게 문화산업의 국가 간 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 대장
금 드라마의 성공 이후 중국에서는 허가를 늦춰 이윤 회수 기간을 늦추는
등의 방식을 통해 한국 드라마의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해
결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공동제작 기금 등을 마련하여 제작을 지원하고
국가 간 파트너십을 통해 시장을 개방하도록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
겠다.
영상 콘텐츠 시장은 전체 매출 중 국내 시장이 55% 일본 35%, 나머지
국가가 15% 정도를 차지한다고 한다. 3년 전만 해도 해외시장 중 일본과
중국이 각각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지만 중국이 문호를 닫아 일본의 비중
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한다. 최근 수출의 경우 여전히 일본과 중
국, 대만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이 강세를 이루고 있으나,
대일 의존도가 완화되고 있으며, 수입 역시 미국 일변도에서 벗어나는 경
향을 보이고 있다.
2010년 상반기 방송영상 콘텐츠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수출은 전체
9,787만 2,000달러, 수입은 475만 3,500달러로 이는 2009년 상반기 수출액
인 7,924만 5,000달러에 비해 수출은 1,862만 7,000달러 증가한 수치이며,
수입은 2009년도 상반기 수입액인 2,078만 3,000달러보다 1,602만 9,500
달러가 줄어들었다. 특히, 케이블/독립제작사의 수출은 1,622만 5,700달러
로 2009년 453만 9,000달러에 비해 1,168만 6,700달러 증가한 것으로
257%의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외주 제작이 활성화되면서
해외 저작권에 대한 소유가 독립제작사로 이전됨에 따라 기존의 지상파
방송사의 수출액이 독립제작사로 넘어간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케이
블 및 독립제작사의 수출액 중 독립제작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수출 총액 중에서도 14%를 차지하는 등
방송영상콘텐츠의 수출에 있어서 독립제작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2010년도 상반기 방송영상콘텐츠의 장르별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드
라마(6,159만 8,000달러, 83%), 다큐멘터리(936만 6,000달러, 13%),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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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6> 2010년 상반기 방송콘텐츠 수출입 현황
(단위 : 천 달러)
2010

2009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전체

97,872

4,754

79,245

20,783

지상파방송사

81,646

2,166

74,706

1,592

2,478

2,377

13,748

211

4,539

19,191

케이블/지역민방
배급사/독립제작사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2010),「한국콘텐츠진흥원 포커스」.
<표 9-7> 2010년 상반기 방송콘텐츠 장르별 수출입 현황
(단위 : 천, 달러)
전체
수출
전체
드라마
다큐
애니

비율

61,598
(25,145)
9,366
(522)
1,943
(640)
-

오락

1,232
(973)

음악

-

기타

지상파방송사
비율

수출

비율

수입

비율

74,391 100 5,334 100 58,804 100 2,186 100
(27,535)
(2,963)
(26,714)
(1,426)

영화

교양

수입

케이블, 위성,
독립제작사, 배급사

247
(252)
5
(3)

83 2,513
(656)
13
929
(443)
3
975
(993)
0
208
(7)
2
666
(419)
0
0

26
(40)
0
17
(405)

47 56,898
(24,739)
17
294
(202)
18
180
(626)
4
12
0
0
0

1,231
(972)
196
(172)
5
(3)

97

299
(94)
1
750
(296)
0
903
(989)
0
208
(7)
2
0
0
0

26
(40)
-

14
34
41
10
0
0
1
0

수출

수입

비율
15,58
100 3,148 100
7
(1,537)
(821)
4,700 30 2,214 70
(406)
(562)
9,072 58
179
6
(320)
(147)
1,763 11
72
2
(14)
(4)
0
0
1
(1)
51
(80)
-

비율

0
0
0
0

666
(419)
17
(405)

21
0
0
1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2010),「한국콘텐츠진흥원 포커스」.

니메이션(194만 3,000달러, 3%), 예능 오락프로그램(123만 2,000달러,
2%) 등의 분포를 보임으로써 여전히 드라마의 강세 속에 다큐멘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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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을 확인할 수 있다. 2010년도 상반기 방송콘텐츠의 장르별 수입 현
황을 살펴보면, 전체 수입액 533만 4,000달러 중 드라마가 전체의 47%
를 차지하여 251만 3,000달러를 기록하였고, 드라마의 뒤를 이어 애니메
이션이 975,000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큐멘터
리(92만 9,000달러, 17%), 오락프로그램(12%), 영화(4%)의 분포를 보이
고 있다.
영상 콘텐츠 제작 분야에서 해외 업체의 직접 참여는 거의 없다고 한
다. 왜냐하면 해당 분야는 본질적으로는 스토리 비즈니스 혹은 휴먼 비
즈니스 분야이기 때문이다. 문화산업은 감성이 매우 중요한 산업 분야
로서 미묘한 차이가 만족 혹은 불만족이 아닌 사업의 성공 실패를 좌우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국가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콘텐츠 제작은 주로 인적자원에 의해 창출되고 인적자
원들 간의 네트워크가 중요하기 때문에 외국 제작들이 국내에 이러한
자원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콘텐츠 제작 회사는 이윤 창출이
고정적인 것이 아니므로 법인 간의 M&A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
분 프로젝트를 공동 제작하는 형태의 공동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다.
당사는 자체적인 기획 창작 시스템을 통한 스토리 작가 양성에 힘쓰
고 있다. BCES(Blue Summer’ Creative Escalation System)이라고 불
리는 이 제도는 원천 콘텐츠 창작 과정의 체계화를 통한 다양한 소재의
개발 가능성을 확보하고, 스토리 기획의 기반 조성을 통해 아이디어와
스토리의 실제적 콘텐츠 생산 접근성 확보 및 집단 지성의 가치창출을
구현하며 창작자(기성, 신입, 예비인력)의 기획 능력을 고도화함으로써
전문지식, 지식생산기술, 창의성과 스토리 기획의 연계성 구축 등을 목
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진행 과정은 [그림 9-3]과 같다.
당사는 제작에만 집중하는 일반 제작사들과는 달리 스토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제작을 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 제작사들과는 다른 기업 문
화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제작되는 상품의 현재 가치보다는
앞으로 제작될 수 있는 스토리의 미래의 가치를 위해 콘텐츠 제작사가 자
생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
인다. 이를 위해 사소한 아이디어라도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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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3] BCES 과정

서로 노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BCES 등을 통한 집단창작 시
스템에 의한 작업 등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는 감독, 예비 프로듀서, 인
문학 전공자, 프로듀서 등이 같이 참여하여 다양한 분야의 의견들을 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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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이러한 제작 방법은 대학의 문화콘텐츠학과 등에
서 정규 학기 강의로도 개설될 예정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당사의 인적자원관리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다. 선발 및 채
용에 있어 당사는 주로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과 같은 유관 기관에
서 추천한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채용 및 선발을 하고 있었다. 유관 기관
에서 추천한 경우,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훈련과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지식 및 기술 검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을 가진다고
한다. 이는 채용 및 선발에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기 어려운 중소기
업들에게 유용한 전략으로 평가된다. 당사는 채용 및 선발에 있어 주로
인성 평가 부분에 집중한다고 한다. 즉,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자
유 기술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무작위로 떠오르는 생각을 정리하는 기술
등을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스토리 창작 등 창의력이 중요한 회사의
특성상 중요 인재상을 창의력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인력
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교육 및 훈련에 있어서는 대
부분 전문교육기관을 이수한 후 입사하였기 때문에 기본적인 직무교육만
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한다.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에는 최소 3∼6개월 정도의 OJT가 필요하다고 한다. 당사의 훈련 기본
목표는 시야를 폭넓게 하고 다각도로 볼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이
라고 한다. 이를 위해 집단 지성훈련 등을 통해 꾸준히 사고 체계를 만들
어 가는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방송콘텐츠 분야에서는 한 프로젝트가 끝
나면 이직이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대부분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는 계약
직이 많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젝트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종료되
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무의 필요성이나 적합성 등에 따라 다른 프로젝트
가 발주되고 시작되면 또 다른 프로젝트 팀이 구성되어 운영되게 된다.
즉, 계약직의 경우, 고용의 주체가 회사라기보다는 프로젝트 중심으로 되
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하나의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인력은 약 2∼3명
의 정규직과 나머지 인원은 대부분 계약직으로 구성된다. 계약직의 투입
인원은 프로젝트의 규모에 따라 10∼20명 정도에 이른다고 한다. 이들은
주로 외주로 프로덕션 과정에 투입되는 인력으로서 작가, 촬영, 조명, 음
향 등 외주 제작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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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경쟁력의 원천은 변화하고 있는 방송콘텐츠 시장에 맞는 융․
복합 방식의 생산 전략의 수립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스토리 개발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의 수립 및 운영 그리고 뒷받침하기 위한 집단 창안 시스템
과 집단 지성가치 창출 등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아직 신생 기업
이기 때문에 회사 조직이나 인적자원관리 제도들의 지원은 미약하지만
사업 모델의 측면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신생 중소기업의 경우 자본 측면이나 기업 규모 측면에서 기본의 대기업
들과 직접적인 경쟁이 어려우므로 새로운 사업 모델을 통해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나름대로의 경쟁
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절 소 결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특히 문화 및 관광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이 분야의 성공적인
기업들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한 나라의 산업 분야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
해서는 산업정책적인 측면에서 산업구조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산업정책
을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분야의 경쟁력 있는 기업을 많이 육성
하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해당 분야의 기
업들의 경쟁력이 높을수록 그 나라의 해당 산업 분야의 경쟁력은 자연적
으로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성공적인 우
수기업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성공
한 기업들은 무엇을 통해, 그리고 어떠한 방식을 통해 이러한 ‘성공 메커
니즘’을 구축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하나투어의 경우에는 여행 도매업
이라는 전략의 수립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차별성 있는 여행상품의 개
발 등을 통해 여행상품을 구매하려는 고객들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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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경영과 젊은 기업 문화, 그리고 근로자들을 동기화시키고 회사에 대
한 애착심을 갖도록 만드는 인적자원관리 제도들을 통해 근로자들이 회
사의 전략을 수행하는 데 앞장서도록 만드는 데 성공함으로써 업계의 선
도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주식회사 남이섬의 경우, 하나투어처럼
대기업은 아니지만 천혜의 자연조건, 전략적인 지리적인 위치, 문화 유산
의 활용, 경영진의 리더십, 근로자들의 정신자세, <겨울연가> 드라마의
홍보 효과, 문화관광상품의 개발, 국제적인 네트워크와 인적 관계망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성공적인 관광상품 개발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남이섬을 차별화인 관광지로 개발함으로써 고객들에게 색다른 경
험을 제공하였고 이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성공하였다. 당사의 또
다른 경쟁력의 원천은 경쟁사들이 단시간에 쉽게 모방하기 어려운 창의
력과 혁신 중심의 경영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근로자들을
최고의 자산으로 생각하고 이들의 사기와 조직 문화를 위해 종신 고용도
마다하지 않는 인적자원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인적자원의 가치에 대한
무한한 신뢰 또한 중요한 요건이라고 하겠다.
관광 분야와 달리 문화 분야에서는 인력의 경쟁력이 회사의 경쟁력에
더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주식회사 오콘의 경우, 기업규모의 영
세성으로 인해 조직구조와 인적자원관리 체제 등은 관광 분야 우수기업
들에 비해 미약한 상황이었지만 기획력 있는 인력 확보라는 요인이 주로
회사의 경쟁력을 창출하고 있었다. 애니메이션 제작산업의 경우 대부분
의 부가가치가 기획 및 캐릭터 개발 분야에 상당 부분 집중되어 있기 때
문에 이 분야의 능력을 갖춘 인재들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가 회사의
이윤 창출과 경쟁력 확보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푸른
여름 콘텐츠 홀딩스의 경우, 신생 기업이기 때문에 조직구조나 인적자원
관리 제도들은 미약하지만 변화하고 있는 방송콘텐츠 시장에 맞는 융․
복합 방식의 생산 전략의 수립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스토리 개발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의 수립 및 운영 그리고 뒷받침하기 위한 집단 창안 시스템
과 집단 지성가치 창출 등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환경에 맞는 사
업 모델의 수립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 그리고 인적자원
의 확보가 경쟁력을 창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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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성공 기업 사례에 대한 분석이기 때문에 기업의 인사 담당
자들을 통해 회사에 대한 정보를 얻는 과정이 필수적이었다. 본 연구에
포함된 기업들은 비교적 적극적으로 연구에 대한 참여 의사를 보였고, 기
업 홍보 차원에서 다양한 기업의 제도들을 소개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
서, 본 연구에 포함된 기업들은 일종의 자기선택(self selection)에 의해
연구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연구에 포함될 기업 선정에 있어 이러
한 방법을 사용한 이유는 기업 스스로 자신들의 활동을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할 정도의 자신감을 보이는 것 자체가 그 기업이 어느 정도의 경쟁력
을 갖추고 있고, 수준 있는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반면, 본 연구를 위해 다양한 접촉을 시도했지만 응답을 거
부한 산업이나 기업들도 상당수 존재하였다. 관광 분야의 호텔업 같은 경
우 국내 상위 10대 기업들 중 상당수를 접촉하였지만 상당히 냉담한 반응
을 보였다. 호텔업의 경우, 비정규직 인력을 많이 사용하는 특징이 있으
므로 인력관리 등에 대한 인터뷰를 부담스러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
인다. 문화산업의 경우 공연이나 게임 업체들을 접촉하였으나 회사 규모
의 영세성으로 인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업계가 빠르고 복잡
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인터뷰가 불가하다는 응답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본 연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던 기
업들의 연구 결과를 주로 반영하게 되는, 어느 정도의 편의가 존재할 가
능성이 있다. 하지만, 자기선택 과정 자체가 기업이 경쟁력과 수준 있는
회사 제도에 대한 간접적인 반영이라면 본 연구의 애초의 목적을 상당 부
분 달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연구 결과 우리나라의 관광 및 문화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기업의 입장에서 회사의 전략을 명확하게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
다. 본 연구의 성공 기업 사례들의 경우 각 기업들마다 명확한 전력을 확
립하고 있었다. 특히, 다른 경쟁 기업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자신들만의
강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략이 수립되
어야만 회사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지
속적인 이윤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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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다.
둘째, 회사의 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구조와 제도의 마련이 필요
하다. 이 연구의 성공 기업 사례들 특히 관광 분야의 사례들은 근로자들
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회사에 대한 애착심을 높이는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었다. 특히, 인적자원을 비용 측면에서 바라보기보다는 회사의 자산 측
면으로 파악하여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높이는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
었고, 특히 고용안정을 통해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회사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있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관광 및 문화 분
야의 업체들이 조직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고용안정성이 떨어지는 현
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기업의 근로자들이 왜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자 하는지를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인재 확보의 중요성이다. 본 연구의 모든 사례들은 경쟁력 있는
인력의 확보가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어떤 분
야에 있어서는 비록 기업의 조직이나 제도들은 아직 부실한 상황이더라
도 핵심 인력의 경쟁력만으로도 기업의 경쟁력을 창출하고 있었다. 하지
만, 우리나라의 이 분야의 인력양성 체계는 아직 많은 보완을 필요로 하
고 있다. 우선, 기업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체계적인 인력양성 제도들
이 충분하게 마련되지 못하고 있고, 산업적인 수준에서도 좀 더 체계적인
인력양성 정책 등이 필요하다. 현재도 능력 있는 인재들이 양성되고 활동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인재 양성 메커니즘이 불분명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문화 및 관광 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인력 양성 및 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핵심 기술과 핵심 인재를 차별적으로 육성하고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이
분야에서 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는 이 부분이기 때문이다.
또한, 산학연계의 강화, 자격제도 정비 및 강화, 해당 분야의 세계화와
전문화를 위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다. 기업들이 영세하여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정부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문화산업 경쟁력
확보의 측면에서 필요한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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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왜 사회적 기업인가?

문화산업, 관광산업은 그 정의와 분류 기준에 따라 세부 산업이나 직업
의 포함여부에서 편차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어떤 정의나 분류체계를 채
택한다 하더라도 산업 수준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 최근 몇
년간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창출 관련하여 주목을 받고 있는 사회적
기업 활동 영역이 그것이다. 사회적 기업은 2003년 정부의 일자리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사회적 일자리창출 사업이 2006년 12월 사회적 기업육
성법 제정을 계기로 일자리 사업의 한시성을 극복하고 기업적 활동으로
전환시키고자 추진되고 있는 고용정책의 결과이다.
2010년 7월 현재 353개에 달하는 인증 사회적 기업 중에는 문화관광
분야의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사회적 기업의 활동을 담당하는 주
된 세력은 다양한 분야의 비영리단체 활동가들과 지역주민들이다. 이들
문화관광 분야의 사회적 기업은 문화교육, 여행, 문화예술공연, 축제 등
행사기획, 공공디자인, 체험상품 개발, 공동숙박, 로컬푸드, 지역사회 네트
워크 등 다양한 내용과 구성을 보이고 있다.
이들 사회적 기업 활동들은 현재로는 대부분 비영리단체 또는 지역주
민 차원의 사업 수준 단계에 머물러 있고 산업으로는 미분화 상태에 있지

352

고용구조 선진화를 위한 서비스산업의 일자리창출 역량제고 방안(Ⅱ)

만 향후 문화관광 분야에서의 사업 확장과 고용 확대가 기대된다는 점에
서 별도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더욱 커지면서 특히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커뮤니티 비즈
니스 사업은 지자체와 NGOs의 협력을 통한 문화관광 분야에서의 지역사
회 자원개발과 인력양성 등 지역사회 기반형 사회적 기업화 추진으로 확
대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한국의 사회적 기업 현황을 살펴보고, 문화관광 분야
사회적 기업의 사례를 통해 문화․관광서비스 분야에서 고용확대 가능성
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2절 문화․관광 분야의 사회적 기업

1. 사회적 기업의 정의와 현황
가. 사회적 기업의 정의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경제에 의한 새로운 기업 형태로서 이윤을 추구
하는 전통적인 ‘기업적 특성’과 사회적 목적, 즉 공공성을 우선하는 ‘사회
적 특성’을 결합시킨 제3의 경제 주체를 일컫는 개념이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 사회적 경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조직
(협동조합, 상호조직, 협회, 비영리단체, 사회적 기업 등)의 개념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가 존재하지만, 사회적 기업에 대한 보편적 정의는 존재하
지 않는다.
사회적 기업에 대해 최초로 공식적 정의를 내린 영국 정부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표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주주와
소유주를 위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기보다 창출된 수익을 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해 주로 기업 자체 또는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는 기업”으로 정
의하고 있다. 또한 유럽의 리서치네트워크인 EMES는 <표 10-1>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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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지 경제적 기준과 다섯 가지 사회적 기준에 기초하여 사회적 기업을
정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은 경제적 측면에서 ① 지속적으로 재화를 생
산하거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활동을 할 것, ② 높은 자율성을 가질 것, ③
상당한 경제적 위험을 감수할 것, ④ 최소한의 유급노동자를 고용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① 지역사회 이익을 명시적으로
추구하고, ②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③ 자본소유에 기초하지
않은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④ 고객 등 사회적 기업의 영향을 받는 사
람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⑤ 소유자본에 대해 제한적으
로 이윤을 배분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7월 시행된「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사
회적 기업을 정의하고 있다. 동법 제2조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
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
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자”를 말한다.84) 국제적으로 사회적 기업은 정부와 민간기업에 의
해 구성되는 경제 영역을 벗어난 제3섹터가 주도하는 사회적 경제 영역
을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사회적 경제의 구성
범위 중「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의해 정부의 인증을 받은 기업에
제한적으로 사회적 기업 명칭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의 범위
를 매우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본 장에서는「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뿐 아니라, 국제적 정의에 따라 제3섹터(비영리법인) 또는 지
역주민에 의해 형성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까지를 사회적 기업의 범위에
포함하고자 한다. 지역주민과 결합된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지역 내 다양
한 분야와의 관련성을 가지고 발전한다는 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
84) 2006년 법률 제정 당시에는 사회적 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
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로
더욱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었으나 2010년 6월 공표된 개정법에서 ‘지역사회 공헌’
을 추가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성격을 띠는 문화예술 및 교육 분야 기업과 커뮤
니티 비지니스의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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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1> 사회적 기업의 기준
경제적 기준
① 지속적으로 재
화를 생산하거
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활동

사회적 기업은 전통적인 비영리 기관과는 달리 자선사업이
나 이익의 재분배만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지속가
능한 제품의 생산과 서비스 제공에 주력한다. 따라서 그러
한 제품과 서비스의 제공은 사회적 기업을 지속가능케 하
는 근거가 된다.

② 높은 수준의
자율성

사회적 기업은 자율적 프로젝트 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과 조직에 의해 생성되었다. 따라서 그들은 일부 공
공보조금에 의존하지만 직․간접적으로 공공기관과 여타
다른 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거나
사업을 자유롭게 마무리지을 권리가 있다.

③ 상당한 경제적
위험 감수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는 사람들은 완전 혹은 부분적으로
사업 시작 전 경제적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대부분의 공
공기관과는 달리 그들의 운용재정은 재원을 제공하는 회원
들과 근로자들에게 의존한다.

④ 최소한의 유급
노동자

대부분 전통적인 비영리 기관의 경우처럼 사회적 기업은
재정․비재정적 자원 자원봉사 인력과 유급 인력을 모두
활용한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에서 수행되는 활동은 최소
한의 유급 인력만을 요구한다.
사회적 기준

사회적 기업의 주된 목표 중 하나는 지역사회나 특정그룹
① 지역사회 이익
의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의 주된 특징
을 명시적으로
중하나는 결국 지역수준의 사회적 책임감을 촉진시키는 데
추구
있다.
사회적 기업은 지역사회나 특정한 목표와 필요를 공유하는
② 시민들의 자발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이고 역동적인 참여의 결과
적 참여
이며 진정한 사회적 기업은 이러한 자발성을 유지해야 한다.
③ 의사결정권이 자 일반적으로 ‘한 회원당 한 표’의 원칙을 의미하거나, 적어도
본소유에 기초 그룹 내 의사결정이 자본의 소유구조에 따르지 않는다는
하지 않음
사실을 의미한다.
④ 사회적 기업에
의해 영향받은
사람도 의사결
정 과정에 참여

고객의 대변과 참여지분, 참여자의 참여, 민주적 경영 스타
일은 사회적 기업의 특성 중 하나이다. 많은 경우 사회적
기업의 주된 목적 중 하나가 민주적 활동을 통한 지역 차
원의 민주주의 확대에 있다.

⑤ 제한적인 이윤
배분

사회적 기업은 강제적으로 이윤배분을 하지 않는 비영리
조직이나, 협동조합 등 제한적으로 이윤을 분배하는 조직
과 같이 이윤극대화를 하는 행위를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료 : Borzaga and Defourny(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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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창출에 기여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 인적, 물적자원과 결합하면서 지역
사회 공동체성 회복이라는 사회적 목적에 부합하는 형태로 발전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나. 사회적 기업의 현황
2007년 7월「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2010년 7월
현재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 기업은 353개이다(표 10-2 참조). 고용
노동부는 사회적 기업을 해당 기업의 사회적 목적에 따라 4가지 유형으
로 구분하고 있으며85), 사업의 주된 내용에 따라 9가지 업종으로 구분하
고 있다.86) 그러나 <표 10-2>에 나타난 사회적 기업의 업종 구분은 사업
내용에 대한 엄밀한 분석에 기초하기보다는 사업 주체가 신청한 분류에
따르고 있어 분류가 엄격하지 못하고, 인증 이후 사업 내용의 변화를 반
영하고 있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표 10-2> 한국 인증 사회적 기업 연도별․업종별 현황
(단위 : 개)
교육
예술문화
보건의료
사회복지
환경
보육
기타
전체

2007
0
1
8
2
12
2
7
32

2008
9
11
28
37
24
8
61
178

2009
0
2
7
11
10
6
15
51

2010
7
16
7
19
15
3
25
92

계
16
30
50
69
61
19
108
353

자료 : 노동부 내부자료(2010. 7. 29).
85)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 형태에 따라 ‘일자리 제공형(취약계층 일자리
30% 이상)’, ‘사회서비스 제공형(취약계층 서비스 30% 이상)’, ‘혼합형(취약계층
일자리 20% 및 서비스 20% 이상)’, ‘기타형(비율로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등으
로 나눠진다.
86) 9가지 업종은 ① 교육, ② 보건, ③ 사회복지, ④ 환경, ⑤ 문화․예술․관광․운
동, ⑥ 보육, ⑦ 산림보전․관리, ⑧ 간병․가사지원, ⑨ 기타로 구분되며, 업체가
복수의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주 사업 기준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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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사회적 기업 인증 추세를 보면 연도별
로 인증기업의 수가 일정한 추이를 갖지 못하고 굴곡이 심한 것으로 나타
난다. 2007년의 경우「사회적기업육성법」이 7월에 시행됨에 따라 당해
연도 10월 처음으로 인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증기업 수가 적게 나타
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8년에 비해 2009년 인증기업 수가 전년대비
28.7%로 매우 낮게 나타난 것은 정치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2008년 정권교체 이후 2009년은 사회적 기업 정책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
어지는 시기로, 신규 인증기업 수가 크게 줄었다. 2010년 상반기 2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인증기업 수는 2009년 한 해 동안의 인증기업 수를 크게
웃돌고 있는데, 이는 인증 기준의 완화, 사회적 기업 정책의 활성화(전략
분야 육성) 방침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2009년 말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침의 결정에 따라 각 부처별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기본 계획이 만들어지는 한편, 사회적 기업을 주관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와 타 부처와의 공동 협약도 활발히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2009년 고용노동부와 문화관광체육부 간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
을 위한 업무 협약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2010년 문화예술분야의 인증
기업 수가 전년도에 비해 대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 문화관광 분야의 사회적 기업 현황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 받은 사회적 기업 중 문화예술 업종으로 분류
된 사회적 기업은 <표 10-3>에서 보듯이 2010년 7월 말 현재 총 30개로
전체 사회적 기업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된 30개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 기업은 2007년에
1개, 2008년에 11개, 2009년에 2개, 2010년에 16개로 절반 이상이 2010년
도에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세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연예술 11개소, 전통문화체험 및 교육 11개소, 공공미술 3개소, 디자인
2개소, 기타 농촌마을 연계 3개소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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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3>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 기업 현황(2010. 7. 29 현재)
1
2

기업명
(주)노리단
(주)이장

3

(사)이음

4

시민문화네트워크
티팟㈜

2008

5

(사)전통문화진흥회

2008

6

(사)내일의도시
성공회푸드뱅크 ‘이바지’
사업단

2008

취약계층, 다문화가정, 장애인, 취약계층 가
정, 독거노인 등에게 국악 공연 등 문화서
비스 제공
문화예술교육사업 등

2008

결식이웃을 돕기 위한 ‘주먹밥콘서트’

8

(사)한옥문화원

2008

9

(주)도서출판점자

2008

10
11
12
13

공공미술프리즘
(사)문화마을들소리
대구미디어교육연구소
(주)허리우드극장
(사)커뮤니티디자인연
구소
(사)탈북문화예술인 총
연합회

2008
2008
2008
2009

북촌에서 한옥배우기, 공개강좌, 청소년 한
옥교실 등
장애인의 학습 및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대체자료 개발 및 제작, 보급
공공미술을 통한 문화예술사업
미래 뮤지션 챌린저 프로젝트 등
미디어교육 + 체험 교육
실버영화관

2009

커뮤니티디자인(문화예술콘텐츠)

2010

평양예술단

16

㈜리블랭크

2010

17

㈜트러블러스맵

2010

7

14
15

19
20

사회복지법인 한빛예술
단
(사)밝은마을
(사)서울팝스오케스트라

21

일상예술창작센터

18

인증연도
사업 분야
2007 생태주의 뮤직퍼포먼스, 공연
2008 마을발전 및 도농교류 컨설팅
전통문화체험, 한옥생태관광 희망농촌만들
2008
기 등 문화관광사업
소외계층을 위한 예술교육, 기획 등

재활용상품개발 및 판매, 재활용워크숍 및
교육
지역문화 및 환경 보존을 위한 대안적 여
행 서비스 및 탈학교 청소년 대상 여행기
획자 교육

2010

시각장애인 음악분야 일자리창출사업

2010
2010

강화농산어촌유학(문화체험프로그램)
오케스트라 공연
프리마켓, 마포희망시장등예술시장개최
청소년 및 지역주민대상문화예술강좌
공공미술프로젝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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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3>의 계속
기업명

인증연도

사업 분야

22

(사)대구오페라페스티벌
2010
오케스트라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와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음악 공연

23

전통연희단 잔치마당

2010

문화 공연, 폐악기 재생

24

(주)쇼엘

2010

창작뮤지컬 공연단체로 취약계층에게 저렴
한 공연 제공

25

NHN
Social Enterprise㈜

2010

어둠 속의 대화 전시 기획 및 운영

26

(사)신라문화원
신라문화체험장

2010

신라문화체험장 운영사업

27

사단법인 경북미래문화
2010
재단

전통한옥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안동지역의 전통한옥(古宅) 보존관리
전통문화공연 및 행사기획, 관광상품 개발

28

(사)행복문화사업단

2010

행복음악회, 농촌사랑행복아카데미, 대중교
통사랑운동, 아시아문화도시 홍보유람단

29

해남YMCA
The술래문화사업단

2010

강강술래교육, 문화예술 무료공연, 문화행
사 수탁운영

30

사단법인 일하는 사람들 2010

청소, 방역

자료 : 노동부 내부자료(2010).

한편 고용노동부의 분류 기준에서 교육 및 환경, 기타 업종으로 분류된
사회적 기업 중에도 문화예술관광 분야의 기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에 교육, 환경, 기타 업종으로 분류된 사회적 기업들 중에서 문화예술
관광과 관련 있는 사회적 기업을 재분류해 본 것이 <표 10-4>이다.
<표 10-4>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문화예술교육(신나는문화학교 등)이
나 교육여행(우리가만드는미래) 업체들은 교육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으
며, 농촌마을의 문화교육사업과 연관되면서 영농지원, 로컬푸드사업을 하
는 콩세알나눔센터, 흙살림 등은 기타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다. <표
10-4>의 사회적 기업을 포함하면 문화관광 분야의 사회적 기업은 49개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정부로부터 인증된 사회적 기업 353개소 중 13.9%
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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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4> 교육/환경/기타 분야 문화관광 관련 사회적 기업 현황

2
3

기업명
신나는문화학교
교사협회
㈜우리가만드는미래
㈜미디어교육연구소

4

(사)청소년교육전략21

2008

5
6

(사)행복한아침독서
(사)충남교육연구소
대구YMCA
신천에스파스사업단
신명나는한반도
자전거에 사랑을싣고
(주)흙살림
장애인권익문제연구
소 리드릭
(주)바리의꿈
옹기종기네트워크
노란들판
(재)민족의학연구원
콩세알나눔센터
(사)나섬공동체외국인
지원사업단
(사)나비뜰동산
(주)다문화통번역센터
대구경북지역먹거리
연대

2010
2010

역사문화여행, 역사문화교실
미디어교육을 통한 대안언론 활성화사업
청소년 및 부모(시민)역량개발을 위한 교육,
연구, 출판사업
소외계층 아동도서 지원 등
방과후 교실, 농촌학교 교육프로그램 제공

2010

생태습지조성 및 친환경Tope조성

2009

자전거나눔 및 판매, 수리사업

2008

친환경농업교육, 컨설팅, 유통, 출판

2008

디자인, 출판, 복사용지

2008
2008
2008
2008
2008

연해주고려인동포 지원 청국장판매, 여행
방과후 학습지도, 문화체험
출판, 인쇄, 디자인물 제작판매
민족의서출판, 유기농밥집, 재활용 가게운영
영농지원, 안심먹거리나눔사업

2009

다문화센터 운영

2009
2010

농가인력지원, 특용작물 재배
이주여성 통번역사업

2010

친환경로컬푸드

1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인증연도

사업 분야

2008

문화예술교육

2008
2008

자료 : 노동부, 내부자료(2010)에서 문화/관광관련분야 재구성.

문화관광 분야의 사회적 기업은 향후 지역공동체사업(커뮤니티 비지니
스사업)의 활성화 과정에서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표 10-4>에서 기타
분야의 사회적 기업 중에는 로컬푸드를 주 사업으로 하면서 지역의 공동
체사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 존재한다. (주)흙살림,
콩세알나눔센터 등은 농민의 소득 증대를 목표로 유기농 재배와 도농 직
거래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농민교육, 귀농학교, 유기농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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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지역주민 참여 문화프로그램 개발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른바 농
촌형 사회적 기업은 지역사회의 생산자 기반의 사업 확대와 더불어 지역문
화와 결합한 프로그램의 공급을 통해 지역일자리창출 등에 기여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으나 전북 임실의 치즈마을, 인제의
냇강마을, 완주의 창포마을, 진안의 능길마을 등에서는 마을 주민이 운영
하는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생산자 기반 체험프로그램 운영, 방문자센
터나 마을회관 등의 숙박시설 운영 등 공동체 사업을 통해 새로운 지역민
의 일자리를 확장해 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탐방
로사업은 새로운 여행문화의 확산과 더불어, 탐방객을 대상으로 하는 다
양한 서비스의 개발, 탐방객을 유치하기 위한 숙박업(민박 및 게스트하우
스 등), 음식업(카페테리아, 식당 등), 휴게실, 소매업 등 지역 상권 활성
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커뮤니티 비지니스사업
은 환경단체, 주민운동단체, 문화단체, 마을부녀회 등이 마을 주민과 결합
하면서 지역주민에 의한 공동 운영방식으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은 우선 생산농민의 농업 외 소득증대 효과뿐
아니라 지역자원의 네트워크를 통한 콘텐츠의 관광 자원화 가능성을 높
인다. 또한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치, 농사 및 다양한 일자리창출, 나아가
귀농․귀촌 등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그 과정에
서 지역의 비영리 단체들은 관련 사업의 지역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지역의 비영리 단체들과 결합되고, 지역주민에 기초한 비즈니스사업의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공동체성과 지역사회 자원의 선순환적 생태계 구축,
건강한 관광산업의 토대를 형성해 갈 것이다.

3. 문화체육관광부의 사회적 기업 육성정책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회적 기업 육성과 관련하여 부처 차원의 정책목표
와 실행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고용노동
부가 2012년까지 1,000개의 사회적 기업을 인증한다는 목표 하에 전략 분
야에 대한 중점사업 영역의 하나로 문화예술 분야를 선정하면서 문화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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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관광부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10년부터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고용노동부 외에 타 부처로 확
산되면서 부처별로 해당부처 사업 중 사회적 일자리, 또는 사회적 기업과
연계 가능한 분야에 대한 육성, 지원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2009년 6월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MOU)
을 맺고 2012년까지 문화․예술․관광 분야에서 200여개의 사회적기업을
인증․육성하고 3,000여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사회적 기업 인증 시「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전
문예술법인․단체’와「박물관․미술관진흥법」에 의해 등록된 ‘사립박물
관․미술관’을 조직형태로 인정  그 외 목적, 영업 측면에서도 문화예술
부분의 특수성을 고려  사회적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최소
고용요건을 완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업을 발굴․추천하는 경우 고
용노동부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노동부와의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문화체육관광부는 2009년 9월
40개의 음악, 연극, 무용, 전통예술단체를 선정하여 449명의 사회적 일자
리 인건비를 지원하였다. 2010년 5월 노동부는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
터를 문화예술단체의 사회적 기업 전환을 위한 컨설팅 및 인증지원 업무
를 담당할 기관으로 선정하고 업무를 위탁하였다. 이에 따라 재단법인 예
술경영지원센터는 문화예술 분야 (예비)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문화예
술분야 사회적 기업 인증 신청에 필요한 특화된 설명회 및 컨설팅 실시 
(예비)사회적 기업 경영자문 및 경영컨설팅 지원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
기업 인증 및 운영을 위한 매뉴얼 등 자료 제작 배포 등 지원  문화예술
분야 (예비)사회적 기업 네트워크 구축  성공사례 발굴 및 사회적 기업
홈페이지 등 홍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제주 올레길과 지리산 둘레길이 도보여행객의 급속한 확대와 지
역관광 개발 가능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판단한 지자체들
이 탐방로 사업에 적극적 관심을 보이면서 탐방로와 연계된 일자리, 커뮤
니티 비지니스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87)
87) 2010년 1월부터 8월까지 탐방로 연구 및 기술용역은 37건, 나라장터에 고시된
각 지자체 발주 탐방로 조성사업은 총 95건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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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로 관련 사업은 지역의 비영리 단체들의 참여를 통해 다양한 커뮤
니티 비지니스로 연결되거나 일자리 확대 가능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주
목할 만하다. 도보여행지로 활성화된 대상 지역과 2009년, 2010년 문화체
육관광부가 선정한 문화생태탐방로를 중심으로 관리 주체와 관리 현황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사대상 총 34개 탐방로 가운데 12곳은 관
광사업소 및 지자체의 관광 관련 부서 등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 17곳
은 지역의 환경 관련단체, 문화원, 탐방로 관련단체 등에서 관리하고 있
으며, 4곳은 관광개발사업소, 관광관리공단, 지자체, 지역의 문화원 등과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휘 외, 2010).
고용 없는 성장시대의 만성적 실업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사회적 기
업의 고용창출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범정부 차
원에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한다는 정책을 유지하는 한 문화체
육관광부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문화관광 분야에서 사회적 기
업 육성을 통한 고용 확대에 대한 정책을 진전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의 관심은 현재 탐방로사업, 녹색관광, 공정
여행, 국민휴양촌 사업 등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이러한
사업과 연계한 숙박, 음식업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 비지니스 지원, 탐
방로 사업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창출, 복지관광 및 여행바우처 사업을 통
한 사회적 기업 지원 등으로 확대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제3절 문화․관광 분야 사회적 기업 사례

1. 여행 분야 사회적 기업
가. 역사문화체험기업 (주)우리가만드는미래
(주)우리가만드는미래(약칭 우리미래)는 국내 최초 여행업으로 등록한
사회적 기업으로 여행과 교육 콘텐츠가 결합된 기업이다. 우리미래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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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경제활동 지원사업을 주된 사명으로 하는 ‘(사)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
가 2006년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역사문화체험사업단’을
결성하면서 시작되었다. 55명으로 구성된 여성미래 역사문화체험사업단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과 경력개발, 소외아동의 여행과 교육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007년 11월 참여자들이 공동출자하여 주식회
사로 독립하였으며 2007년 12월 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다.
우리미래의 사업은 일반 청소년 대상의 역사문화기행, 학교, 도서관 등
공공기관에서의 역사 수업과 체험학습 운영, 서울과 경인 지역의 지역아
동센터 저소득층 아동에게 역사교육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통해 지역
사회와 결합되어 있다.
우리미래는 민간시장, 공공시장, 사회공헌 영역 등 3가지 영역에서 사
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역사문화기행 기획, 교재 개발과 출판, 실
내 수업용 전통문화놀이 교구 제작, 농촌지역 연계프로그램 개발, 지역아
동센터 교육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업종과 결합되어 있다. 또한 학교, 도
서관, 지역아동센터, 농촌마을 등 지역사회, 기업, 노조 등 각 분야의 이해
관계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고 있다.
우리미래의 역사문화기행이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어떻게 하나의
사회적 기업이 여행을 매개로 다양한 영역에서 만나지고 상호 시너지를
내는지를 알 수 있다. 2010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에 걸쳐 우리미래는
(주)레스트코리아88)와 공동으로 1박 2일 안성지역 역사문화캠프를 진행
하였다. 우리미래는 역사문화캠프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안성지역을 답
사하였다. 지역의 유래와 지형, 특산품, 유적지와 기념관, 소나무 숲 등 자
연환경을 둘러보는 한편, 구매마을, 풍산개마을, 선비마을 등 농촌마을들
의 어른들을 만나면서 해당 마을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숙박, 음식, 체
험 등)의 내용을 점검하였다. 답사 후 우리미래는 가족단위, 아동단위에
맞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마을사람이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서 여
행자의 특성상 보완해야 할 사항을 안성마을에 전달하였다.
10회에 걸쳐 총 인원 300명을 모집하기로 한 안성캠프에서 우리미래는
88) 농촌개발컨설팅업체인 사회적 기업 (주)이음의 자회사로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으로 지역사회 관광자원개발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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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100명을 방학기간 중 휴가를 못 가는 지역아동센터 아동에게 기회
를 주자고 판단하고 그 비용을 후원할 기업을 물색하였다. 여러 곳에 사
업제안서를 낸 결과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에서 후원 의사를 밝혔다.
우리미래는 서울, 인천지역아동센터협의회를 통해 방학캠프에 참가할 아
동 100명을 추천받았다. 또한 후원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 위해 우리미래
는 자원봉사활동 분야를 고민하던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에 안성 마을
과의 자매결연을 주선하였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안성캠프가 진행되
는 동안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과 안성의 선비마을은 ‘1노(勞)1촌(村)맺
기’ 협약식을 갖고 60명의 조합원들이 참가하여 마을 길닦기 작업을 진행
하였다.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과 안성의 선비마을은 향후 정기적인 농
촌지원활동과 조합원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약속하였다. 한편 캠프
평가를 통해 안성마을과 우리미래는 향후 안성지역 탐방프로그램의 지속
적 운영을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하였다.
안성캠프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 여행 업체와 달리 사회적 기업
이 운영하는 여행 프로그램은 단순한 여행자 모객을 통해 수익을 내는 것
이 아니다. 여행 과정에 참가하는 여행자에게 직접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
고 학습하는 공간을 열어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여행을 준비하는 단
계에서 마치기까지 도시와 농촌을 잇고, 다양한 집단과의 만남을 주선하
며, 집단 간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콘텐츠를 교류한다.
우리미래는 교육서비스를 여행과 결합된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참여와
체험을 통한 현장감 있는 교육으로, 배움이 있는 여행으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도시를 거점으로 한 여행 사회적 기업은 농촌마을의
관광자원 개발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커뮤니티 비지니스 형태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자극하고 매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안성캠프의 한 사
례에서도 보여주고 있다.
고용의 측면에서 우리미래는 지난 3년간 여성의 고용확대 및 고용안정
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10년 6월 현재 65명을 고용하고
있는 우리미래는 30∼40대 여성들에게 재취업의 기회와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경력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주말에 근무가 집중되는 여행업
의 특성상 고용인원의 60%가 단시간 근로로 참여하고 있다. 단시간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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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도 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의 차이 외에 다른 복리후생을 동등하게 제
공받는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미래 단시간 고용모델은
노동시장에서 갖는 의미가 크다. 특히 동종 업체의 경우 체험학습 강사를
비고용 상태로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우리미래의 단시간 정규
직 고용형태는 매우 획기적인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나. 도보여행 전문 업체 트래블러스 맵
트래블러스 맵은 하자센터89)가 인큐베이팅한 도보여행을 전문으로 하
는 여행 사회적 기업이다. 국내여행객을 대상으로 국내외 트래킹 프로그
램 및 청소년을 여행전문가로 양성하는 여행자 학교 ‘로드 스콜라’를 운
영하고 있다. 37명의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트래블러스 맵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하자센터의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쳐 2009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
트래블러스 맵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국내여행 프로그램에는 제주올레
와 지리산길 도보여행이 있다. 트래블러스 맵이 운영하는 여행 프로그램
의 특징은 생태 보전과 대중교통의 이용 등 친환경적 여행과 숲길, 논길,
마을길을 걸으면서 여행자들이 만들어가는 스토리, 그리고 여행지의 주
민이 운영하는 숙박시설과 음식을 이용한다는 점이다. 제주올레길은 해
군기지 문제로 지역 갈등이 심화된 강정마을에 들러 마을 사람들과 이야
기를 나누고, 그들의 숙소와 식당을 이용하고 있다. 지리산길은 마을의
할머니 집에서 홈스테이를 한다. 할머니가 지어주는 아침 밥상은 지리산
마을에서 재배한 농산물로 차려지며, 늦은밤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이야
기는 농촌의 어제와 오늘을 읽게 해준다.

89) 서울시가 위탁하여 연세대학교가 운영하는 청소년직업체험학교. 주도적 자기학
습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청소년 교육기관으로 졸업생의 직업인화를 고민하면서
2000대 초부터 졸업생을 중심으로 놀이+공연+교육을 결합한 생태형 퍼포먼스 그
룹 ‘노리단’, 다문화 여성을 포함한 오가니제이션 요리, 공정여행 업체 트래블러스
맵 등 사회적 기업을 인큐베이팅하였으며, 어린이책 공연팀, 재활용 디자인그룹
‘리블랭크’, 농촌직거래사업단 ‘콩세알’ 등의 다양한 청년 사회적 기업 그룹을 인
큐베이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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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킹으로 유명한 네팔 히말라야 트래킹은 다른 일반 여행사가 운영
하는 프로그램과 다른 특징을 가진다. 네팔 지역의 여성을 포터와 안내자
로 훈련시키는 한편, 과도한 무게의 짐으로 고생하는 포터들의 인권을 지
키기 위해 규정 이상의 짐을 운반하지 않도록 공정여행을 운영하는 ‘쓰리
시스터즈’가 트래블러스 맵과 함께하는 현지 파트너 여행사이다. 네팔 트
래킹처럼 트래블러스 맵이 운영하는 해외여행 프로그램은 해당 지역의
도보여행을 기본으로 하고 방문국의 소수민족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단체들과 네트워킹하면서 여행자의 휴식을 통한 만족에 그치지 않고, 그
나라의 문화, 특히 소수자의 문화를 이해하고 지원에 동참하는 세계시민
교육이 있어 여행이 더욱 알차다.
청소년 여행자학교 ‘로드 스콜라’는 17세 이상 20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여행 전문가가 되고자 진학하는 학교이다. 일반대학과 다른 점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원칙 하에 입시제도하의 학과목 위주가
아닌 관련 실무와 철학, 소양과정을 교육하는 데 있다. 교육과정은 총 3년
이다. 2년 정규 수업과정(이론과 실습)을 마치면 1년간 공정여행을 운영
하는 국내외 여행사에서 인턴과정을 거치게 된다.
로드 스콜라는 청소년에게 여행기획자, 여행안내자, 지역자원개발자 등
여행관련 직업에 대한 꿈을 키우고, 그에 필요한 직업적 기술을 익혀 졸
업과 동시에 꿈꾸던 직업 분야에서 일하게 한다는 목적으로 운영된다. 로
드 스콜라는 교육부 인가를 받은 정규학교는 아니지만, 자신들이 직접 참
여하여 토론하고 만들어가는 교육을 통해 일반대학의 학생보다 미래 직
업에 대한 꿈이 훨씬 구체적이다. 인문학, 철학 등 사회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교양교육뿐 아니라 외국어와 다양한 여행 분야에서 실무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강의와 실습 등 자율적으로 편성된 알찬 프로
그램으로 학생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여행 사회적 기업 트래블러스 맵은 친환경, 지역경제 등 공정여
행을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내부 동력으로 운영되는 관광사업(커뮤니
티 비즈니스)을 자극하고 건강한 여행 문화의 확산을 꾀하는 한편, 여행
자들의 윤리적 소비의식, 나아가 청소년의 꿈과 일을 매칭하는 교육의 변
화를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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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밀착형 기업90)
커뮤니티 비지니스는 지역의 관광 관련사업의 활성화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
하고 있다. 최근 커뮤니티 비지니스는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나 비영리
단체를 중심으로 사회적 기업이나 지역공동체사업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
다. (주)우리가만드는미래나 (주)트래블러스 맵이 다양한 국내외 여행 프
로그램을 통해 도시의 여행자들을 농촌지역의 인적․물적 자원과 만나게
한다면,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지역사회에 기반하여 타 지역의 관광객을
맞아 지역사회를 알리고 다양한 체험을 즐기게 함으로써 농촌사회에 다
양한 일거리와 문화자원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마을형 기업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을 기반으로 지역의 특성을 살린 관광자원 개
발, 체험프로그램 운영, 특산물 가공판매, 여행객을 위한 숙박 및 음식업
등을 결합시켜 운영한다. 마을형 기업은 마을 주민의 동의 절차와 운영에
의 참여 등을 특징으로 한다.
가. 사단법인 평창그린투어사업단
강원도 평창 지역은 오대산 국립공원이 있는 진부면, 스키 등 겨울철
레포츠를 즐기는 용평면, 양떼 목장이 있는 대관령면 등 자연자원을 활용
한 관광지로 유명하다. 그러나 평창군의 모든 지역이 관광객으로 붐비는

90)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지역사회에서 생기는 빈곤, 질병, 갈등, 환경오염과 같은 여
러 가지 문제를 그 지역사회가 스스로 사업가적인 마인드로 접근해 해결하는 것
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커뮤니티’ 자체도 비즈니스 사업체가 될 수 있고, 기업
의 경영기법을 ‘우리 마을 문제 해결’에 적용해 볼 수도 있다. 지역사회를 혁신하
기 위해서는 그 지역사회 스스로 주체가 되어 지역주민에게 최종적인 혜택이 돌
아가도록 지역사회 활동을 비즈니스 활동처럼 조직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
에 잠자고 있던 노동력, 원자재, 노하우, 기술 등의 자원을 활용해 비즈니스를 해
나가며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지역사회
를 단지 지역민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보는 데서 벗어나,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비즈니스적인 조직체의 일부로 인식하고 활용하는 것이 바로 커
뮤니티 비즈니스다(함유근․김영수,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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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다. 영동고속도로가 지나는 진부, 용평, 대관령 일대 등 북부 지
역이 아닌 방림면, 평창읍, 미탄면 등의 남쪽 지역은 낙후한 농촌 모습 그
대로이다.
사단법인 평창그린투어사업단의 출발은 이러한 평창군 내의 양극화 현
상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시작되었다. 2003년 농박(농촌 숙박업) 운
영자 50여 명이 평창을 찾는 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
에서 협의회를 구성하였다. 구성 초기에는 공동 홈페이지 운영 외에는 이
렇다 할 사업을 펼치지 못했다. 농박협의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것은
2005년 농림부의 신활력 사업으로 5년간의 지원이 시작되면서부터이다.
농림부의 신활력 사업이란 낙후한 농촌 지역에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농촌 지역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간 30억 원의 지원
금으로 숙박업, 관광농원, 체험마을을 조직하였다. 농림부의 예산은 특히
낙후한 지역의 특성조사, 마을마다 독특한 체험상품을 개발하고 관광객
을 유치하는 활동에 집중되었다. 그 결과 평창그린투어사업단은 125개
회원사를 갖는 평창 지역 최대의 마을통합조직이 되었다.91)
2009년에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단법인 형태를 갖추었고, 단
장 및 이사회 산하에 농박협의회, 체험마을협의회, 레포츠협의회, 관광농
원협의회를 두고 있다. 또한 마을의 여행 컨설팅과 운영지원을 위해 그린
투어센터라는 사무국을 두고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는 농림부 지원
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3명의 유급 직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린투어센터는 체험마을
을 중심으로 농촌관광 상품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2010년 평창그린투어사업단은 8개월간 50회에 걸쳐 1박 2일 체험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체험마을별로 5∼6개의 체험과 숙박, 식사를 구
성하여 패키지화한 상품을 공동으로 홍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체
험 내용으로는 농산물 수확체험, 전통놀이 체험, 동굴탐방, 생태탐방, 레
프팅, 송어잡기 등 마을별 특성을 살린 문화, 탐방, 놀이, 레포츠 등이 포
91) 평창그린투어사업단은 농박(팬션)협의회 회원 100여개, 바람마을 의야지, 눈꽃마
을, 탑골마을, 수림대마을, 광천마을 등 체험마을협의회 회원 14개 마을, 레포츠협
의회 회원 10개, 관광농원협의회 회원 5개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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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되었다. 체험과 식사 제공은 체험마을 주민들이 담당하고, 홍보지원은
그린투어센터가, 숙박은 농박협의회 회원이, 레포츠는 레포츠협의회 회원
이 담당하였다. 하나의 체험여행상품을 운영하기 위해 마을의 다양한 서
비스 운영자들이 결합하고 있는 것이다.
평창그린투어사업단은 농림부로부터 신활력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 2009년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타 지역의 성장모델로 주목
받으면서 농촌 지역과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선진지 견학 요청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평창그린투어사업단은 농림부의 지
원이 끝나면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평창그린투어사업단이 사회적 기업을 통해 이루려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평창의 북부 지역처럼 자원이 풍부한 지역은 전문인력을 배치
하여 자립구조를 만드는 것이고, 남부 지역처럼 자원이 부족한 지역은 자
원화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평창그린투어사업단이 그동안 낙후한 마을에
특화된 체험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그 운영을 위한 마을 단위의 협력구조
를 만드는 등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였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전문
성을 갖춘 농촌관광상품 개발과 마케팅 등으로 마을 공동의 수익모델을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외지인과 원주민의 구성 비율이 각각 50%를 차
지하고, 관광지로서의 특성상 외지인에 대한 정서적 반감이 적다는 평창
지역의 특성은 향후 사업의 계속성 측면에서 큰 장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
고 있다.
사회적 기업 전환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창출 효과에 대한 기대도 크다.
펜션 포털을 운영하는 사업, 체험마을의 상품 개발과 모니터링, 투어패키
지 구성과 운영, 회원 교육, 서비스 측정과 평가, 등급 및 인증제 실시 등
에 상당한 인력이 투입될 수 있다. 그리고 50%를 점하는 외지인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지역 내외로부터 인적자본을 확충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 점은 다른 농촌 지역의 인구구성이 노령화
되어 콘텐츠 개발과 운영인력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것과 대비된다.
이에 평창그린투어사업단은 지난 5년간의 사업성과를 통해 구축한 마
을 인프라를 토대로 평창군 전체의 자연, 문화, 시설 등 물적자원을 상호
결합하고, 인적자원을 공유하는 운영방식을 통해 타 지역의 벤치마킹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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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과 농촌관광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역사회 밀착형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나. (사)이음 : 문화를 매개로 도시농촌통합모델
2010년 8월 21일 전남 강진의 도룡마을에서는 347년 만에 다시 찾은
하멜을 기념하는 마을잔치가 열렸다. 잔치명은 ‘After Hammel Party’. 이
자리에는 도룡마을의 어르신들을 비롯하여 외국인 예술가, 서울 등 타 지
역에서 찾아온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돌담으로 이어지는 좁다란
마을길 곳곳에 예로부터 전해오는 도깨비, 제사 등의 마을이야기를 담은
안내판이 있고, 플라스틱 막걸리 병을 재활용하여 만든 바람개비가 마을
의 건물과 담장 높이서 신나게 돌고 있었다. 마을주민과 외국인으로 구성
된 풍물패가 신나는 연주를 하고 어스름 달빛이 비치기 시작하자 마을회
관 담벼락에서는 동네 어르신들이 주연으로 등장하는 영화 <귀향>이 상
연된다. 구수한 신라의 달밤을 노래한 동네 어르신의 뮤직비디오도 구성
지게 사람들의 시선을 모은다. 잔치국수와 돼지수육, 막걸리 등 푸짐한
음식과 웃음소리, 왁자지껄한 소리가 마당을 채우다가 다국적 풍물패의
풍악에 맞추어 할머니들의 어깨춤이 이어지고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춤판으로 나가 어깨동무 춤을 흐드러지게 춘다.
이 날 마을행사를 주관한 단체는 전라북도 전주에 터를 두고 있는 사
단법인 ‘이음’이라는 사회적 기업이다. 행사가 있었던 강진의 도룡마을은
347년 전 하멜이 표류하여 3개월 동안 머물렀던 곳이다. (사)이음은 하멜
이 도룡 마을에 머물렀던 사실에 착안하여 이제는 20가구 50여 명 정도가
거주하는 이 마을에 타지 사람들이라도 찾아들고 머무르는 공간이 되었
으면 하는 바람으로 문화부와 농림부로부터 지원받아92) 6개월에 걸쳐 프
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사)이음의 문화기획팀이 마을에 머물면서 어르신
들로부터 마을 곳곳에 숨어 있는 이야기를 끌어냈다. 돌담을 보수하고 마
92) 도룡마을은 문화부와 농림부가 공동 주관한 문화로 농촌을 되살리려는 ‘문화이모
작사업’ 공모에서 ‘하멜과 돌담’을 주제로 선정되었다.

제10장 사회적 기업과 NGO의 역할

371

을회관을 외지인이 머물러갈 수 있도록 리모델링하였다. 방문자들의 식
단을 표준화하기 위해 음식개발 코칭이 진행되었으며, 마을의 여자 어르
신들에게 천연염색을 지도하면서 마을을 찾는 방문자들을 맞을 체험프로
그램을 구상하였다. 또한 외국인 예술가들을 초청하여 3개월간의 민박(장
기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하면서 마을 곳곳에 작품을 제작, 설치하도록 했
으며, 머무는 동안 외국인들에게 풍물을 가르쳐 주었다. 마을 이야기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영화와 뮤직비디오의 주인공으로 출연하였다.
하멜기념관, 바람개비, 와보랑께 박물관, 돌담보수, 마을회관 리모델링,
음식 컨설팅, 천연염색 등을 연결하는 스토리텔링과 마을의 운영지도 등
이 도룡마을 프로젝트를 담당한 (사)이음이 6개월간 이룬 성과이다. “더
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밤만 같아라.” 도룡마을 어르신들이 이날 잔치를
끝내면서 하는 말이었다. 마을 어르신들의 이러한 바람을 이어가기 위해
(사)이음은 이후 도룡마을 앞에 있는 폐교를 활용하여 방문자를 위한 다
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강진군이 폐교를 인수토록
하고 문화부 등에서 마을 콘텐츠사업 프로젝트를 지원받는다는 구상이다.
강진군으로부터 3개년간 사업운영을 위탁받아 운영시스템과 프로그램이
안정되면 마을사람이 지속적으로 운영하게 한다는 게 (사)이음의 계획이
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많은 마을에서 선진지 견학을 다녀갔으며,
에프터 하멜파티 이후에도 선진지 견학을 신청한 타지 사람들이 많다.
(사)이음은 전북 전주시에 있는 문화 분야의 사회적 기업이다. (사)이
음의 기본 개념은 문화를 통한 도시와 농촌 통합모델 구축이다. 도시 소
비자의 새로운 요구에 맞추어 농산물을 생산토록 함으로써 도시-농촌 간
직거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93), 도시인의 체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농촌마을에서 체험프로그램94)이 운영될 수 있도록 체험 소재와 운영방법
등을 지도한다. 이음이 농촌마을에 들어가 농민을 교육시킬 때 쓰는 방법
93) 친환경 농산물 생산 유도; 창포마을과 전주를 연결하여 태양초 재배, 농약사용 자
제 등 농산물의 명품화와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농민교육을 진행한다.
94) 매월 둘째 주, 넷째 주가 토요 휴업일인 점을 이용하여 ‘놀토행촌’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다. 놀토행촌이란 이름 그대로 놀토를 이용하여 가족 단위로 농촌을 방
문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농촌마을에서는 이들 가족여행객을 위해 농사 체험을 비
롯하여 다양한 체험거리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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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교육프로그램 안에 노는 장치를 마련하여 특히 노인이 많은 농촌마을
사람들이 즐겁게 교육받으면서 의식 변화를 꾀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이음은 도시생활을 접고 2001년부터 전주에 정착하기 시작한 청년
문화모임 ‘전통문화사랑모임’이 모태가 되었다. ‘전통문화사랑모임’은 2002
년 전주시로부터 한옥체험관과 술박물관을 수탁받으면서 단체로서의 기
본적 틀과 사업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다. 전통문화사랑모임은 2004년 사
단법인 형태를 갖추고 한옥체험관과 술박물관을 각각 전주의 특성을 살
린 문화관으로 성장시키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한옥체험관은 단순한 전
통숙박시설로부터 먹을거리(음식문화컨설팅), 볼거리(달이 앙상블)95), 체
험거리(다양한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를 갖춘 복합적 문화시설로 전환
되어 갔으며, 술박물관은 전주시의 후원으로 술 축제를 기획하면서 전국
각지의 가양주 장인을 네트워킹하는 일에 집중 투자하였다.
2004년부터 시작한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사업은 한옥체험관과 술박물
관을 기반으로 도시와 농촌을 잇는 문화기업으로 성장하는 지렛대 역할
을 하였다. 문화를 매개로 농촌마을을 만나는 작업에는 농촌도 알고 문화
도 이해하는 역량 있는 인재가 필요했다. 이 작업을 위해 전통문화사랑모
임은 지역 인재양성과 문화 기획을 담당하는 ‘심심공작소’를 조직하였다.
심심공작소는 간판 디자인작업, 거리 곳곳에 그림과 설치물을 전시하는
등 신시가지 조성으로 몰락의 길을 걷고 있던 구도심 살리기 작업에 착수
하면서 문화 기업으로서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남부시장 등 재래
시장 상인들과 씨름하면서 남부시장 살리기에 나섰고, 동네 할머니들과
청년 디자이너를 결합시켜 ‘할머니 공방’을 만들었다. 시장건물 옥상에는
‘하늘정원’을 만들어 청년예술가들의 작업장이자 놀이터,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2007년 1차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된 전통문화사랑모임은 2009년 기업
명칭을 (사)이음96)으로 바꾸고 문화를 매개로 한 도시-농촌 통합형 사회

95) 지역의 국악연주자들 10명으로 구성된 국악퓨전 그룹. 전주 지역과 농촌마을, 전
국 행사 공연 등으로 (사)이음의 사회적 기업 초기 매출 신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96) 마을과 마을, 도시와 농촌, 문화와 예술, 사람과 사람을 이어간다는 의미로 네트
워크의 우리말.

제10장 사회적 기업과 NGO의 역할

373

적 기업 모델로서의 본격 변신을 준비하고 있다. 2004년 20명으로 시작된
(사)이음은 2010년 8월 현재 55명의 규모를 갖춘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했
다. 경제적으로 자립경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술박물관(7명)을 2010년
별도의 사회적 기업으로 독립시키는 한편, 경영지원실(7명)을 매개로 한
옥체험관(15명), 심심공작소(12명), 달이앙상블(10명), 할머니공방(4명) 등
4개의 사업소를 갖추고 있다. 향후 (사)이음은 각각의 사업소가 독립적인
자립경영을 실현하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사)이음은 심심공작소를 중심으로 현재 16개 마을과 생산물 직거래
장터, 상품디자인, 음식 컨설팅, 공공시설 디자인, 체험프로그램 개발, 방
문자 조직, 마을 축제 기획 등 다양한 방식으로 네트워킹하면서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농촌마을의 자생적 자원순환 시
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멘토링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향후 (사)이음이 주력하고자 하는 사업은 지역 내 문화인력 공급시스
템 구축이다. 지역의 청년 문화인력을 육성하여 인재를 필요로 하는 농촌
지역에 파견 또는 거주케 하면서 농촌마을의 지속적인 자원개발과 발전
을 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이음은 서울의 하자센터와 공
동으로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연구, 로컬푸드 연구, 공간 연구 등을 진행
할 계획이다. (사)이음은 사업별 인력의 지속적인 능력개발을 위해 서울
지역의 홍대클럽협회, 선진디자이너 등과 협력사업을 진행 중이다.
다. (사)제주올레 : 도보여행에서 커뮤니티 비지니스까지
한국의 도보여행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했다면
단연코 제주올레를 꼽을 것이다. 2010년 9월 제주올레 17코스가 개장되어
1만여 명의 여행자가 몰렸다. 제주에 올레길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2007
년 9월. (사)제주올레의 서명숙 이사장은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여행
하고 나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아름다운 동굴과 화산섬으로
이루어진 제주, 오랜 역사 속에서 외세의 침탈과 항쟁으로 점철된 제주를
세계적인 도보 여행지로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2007년 6월 사단법인을 설
립하고 제주에 길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없어진 길은 새로 만들고, 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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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다리는 다시 이어가면서 옛 제주인들이 걸었던 길을 만들어가고 있다.
제주에 올레길이 만들어지면서 중문단지를 중심으로 한 유명 관광지에
머물던 관광객들이 제주의 길에 환호하고, 풍광에 취하면서 그룹으로, 가
족과, 또는 혼자서 제주를 찾고 있다. 제주올레 개장 첫 해인 2007년에는
3천 명, 2008년 3만 명, 2009년에는 전년대비 8배가 증가한 25만 명, 2010
년 5월까지 24만 명이 제주를 찾았다((사)제주올레, 2009; 2010).
사단법인 제주올레가 직접 창출한 일자리를 보면, 2009년 4명의 상근자
를 두었던 사무국은 2010년 4월 현재 9명으로 늘었다.97) 사무국의 상근자
외에 제주올레 사업과 결합해 만들어지고 있는 일자리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우선 (사)제주올레가 벌이는 코스개발 사업98)은 1코스당 2∼3개월 정
도 기간 동안 개발되며, 탐사팀의 2명과 자원봉사자 5∼6명이 결합되어
움직인다. 각 코스의 기본 컨셉이 정해지면, 코스별로 매력 요인을 찾고,
코스를 연결하고, 길다지기, 사유지 주인에 대한 설득 작업99) 등이 이어
진다. 기존 코스를 관리하는 것도 탐사팀과 자원봉사자의 업무이다.
두 번째는 기념품 사업이다. 그동안 (사)제주올레는 올레길을 걷는 여
행자에게 두건, 손수건, 간세인형100), 올레패스포트 등을 만들어 판매해
왔다. 기념품 판매사업은 (사)제주올레의 수익사업으로는 가장 큰 규모라
할 수 있으며, (사)제주올레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수입원이다.

97) 사무국은 기획팀, 탐사(코스개발)팀, 총무팀, 디자인팀, 자원봉사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98) 제주올레코스개발사업은 (사)제주올레가 벌이는 기본 사업으로 제주도와 서귀
포시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다. 1개 코스 개발에 드는 비용은 약 900만원
정도이며, 이 중 300∼400만원이 유류비, 식사, 숙박, 자원봉사자 인건비로 들어
가고, 나머지는 홍보물과 개장 행사비용으로 쓰이고 있다.
99) 제주올레 코스의 50%는 사유지이며, 사유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땅 소유주와
인근 주민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간혹 올레길을 걷다 보면 “이 구역은 사유
지이므로 통과하지 말고 리본을 따라 돌아가 주세요.”라는 안내문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는 해당 지역 소유자의 협조를 얻지 못한 경우이다.
100) 간세는 제주의 상징인 조랑말의 이름이다. 느릿느릿한 게으름뱅이를 뜻하는 제
주어 ‘간세다리’에서 따왔다고 한다. 제주올레를 제대로 즐기려면 제주 초원을
느릿느릿 걸어가는 간세처럼 놀멍(놀면서), 쉬멍(쉬면서) 즐기라는 의미를 살려
(사)제주올레는 간세인형을 기념품을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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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현재 월 2,000만 원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꾸준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최근에는 (사)제주올레에서 조직을 독립시켜 기념품 제조 공
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와 문화관광체육부로부터 초기 자금과
인건비를 지원받았다. 기념품 공장에는 10명이 일하고 있다.
(사)제주올레 사업의 세 번째는 길동무 아카데미 운영과 길동무 사업
이다. (사)제주올레는 2008년 말부터 매월 ‘제주올레 아카데미’를 운영하
여 2010년 4월 현재까지 400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였다. 교육과정은 코스
특성별 이론교육 16시간, 탐방실습 2∼3회로 편성되어 있다. 아카데미 수
료생들은 (사)제주올레의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올레길을 찾는 방문객
에게 길동무로 파견되어 안내수당을 받는다. 현재 (사)제주올레 자원봉사
자 중 30명 정도가 길동무로 활동하고 있다.
네 번째는 올레지기 사업이다. 코스별로 올레지기가 1명씩 배치되어 각
자가 담당하는 올레코스 안내, 자원관리,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9년의 경우 올레지기에 대한 급여를 서귀포시가 지급하였으나
2010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자원봉사활동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
밖에 (사)제주올레는 2010년 5월부터 공항 안내소에 자원봉사자 40명을
배치하여 1일 3교대제로 운영하고 있다.
(사)제주올레의 직접 사업은 아니지만, 제주올레가 활성화되면서 (사)
제주올레의 직․간접적 지원을 받아 지역 커뮤니티 비지니스도 조금씩
활기를 띠고 있다.
우선 (사)제주올레가 벌인 ‘1사 1올레 사업’101)의 성과로 나타난 지역
커뮤니티 사업의 대표적 사례로는 무릉외갓집을 들 수 있다. 무릉외갓집
은 2009년 공기청정기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인 벤터코리아가 무릉2리 마
을과 자매결연을 맺고, 8개월 동안 CI작업, 박스포장 등을 지원하여 탄생
시킨 브랜드이다. 무릉외갓집은 지역농산물을 회원에게 공급하는 직거래
온라인 쇼핑몰 사업으로 1구좌에 399,000원을 내고 가입하면 연간 월 1회
씩 무릉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받을 수 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무
릉외갓집은 가입자 수가 많아지면서 처음 무릉2리에 한정해 공급하던 농
101) 한 개의 기업이 한 개의 마을을 지원하자는 캠페인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제주
올레의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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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물을 인근마을의 농산물까지 확대 취급하고 있다. 무릉외갓집은 점차
올레길의 모든 농산물을 동일 브랜드로 흡수해 나갈 계획이다. 무릉외갓
집은 현재로는 마을 이장의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
으나, 실제로는 마을주민 25명이 60만 원씩 출자한 ‘무릉2리마을회’가 협
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하는 마을기업이다. 향후 마을기업 법인 또는 사회
적기업 방식으로 운영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제주올레 관련 숙박업의 활성화이다. 제주의 숙박시설은 중문
단지를 중심으로 한 호텔, 리조트, 콘도가 주로 호황을 누리고 있었을 뿐
중소형 모텔이나, 마을에 있는 소규모 숙박시설은 거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올레꾼이 많아지면서 올레길을 중심으로 기존의 숙박시설
을 리모델링하는 곳이 늘고 기존 시설을 이용하면서도 운영방식을 변경
하는 곳이 생기고 있다.
새로운 게스트하우스도 곳곳에 생기고 있다. 할망민박은 60세 이상 할
머니가 운영하는 민박집으로 숙소가 부족한 올레코스에 숙박시설 해결과
지역주민 소득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운영되고 있다. 2009년 3월 성산
읍 올레 1코스 시작점에 할망민박 3개소를 조성해 시범운영한 결과 2개
월간 180명이 다녀가는 등 호응이 좋아 2009년 6월 13곳으로 확대, 운영
되고 있다. 할망민박을 찾은 올레꾼은 월평균 850명으로 한 집당 월 116
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정휘, 2010).
제주를 찾는 개인 올레꾼을 위해 게스트하우스가 증가 추세에 있는 가
운데 게스트하우스 운영의 표준화를 위해 (사)제주올레도 게스트하우스
를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이다. 게스트하우스 일부는 (사)제주올레의 타지
역 자원봉사자(전문성 기부자)의 숙소로 이용할 계획이다.102) 게스트하우
스 시범사업은 제주시에 부지를 요청해 둔 상태이며, 현대카드에서 공사
비를 대고 제주올레가 운영을 맡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올레길은 지역 상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레를
활용한 올레길 배낭 옮김이103), 배낭보관서비스104), 지역 편의점 등이 신
102) (사)제주올레 전문성 기부자는 300∼400명 규모이며, 숙박 문제가 해결되면 더
많은 전문성 기부자들이 일정기간 제주에 머물면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고 판
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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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사업으로 발생하였다. 2009년 서귀포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 6
월 올레 1코스 개방 이후 2009년 말까지 제주올레로 재래시장 매출은
17% 증가하였으며, 기존의 음식점 중 올레꾼 대상 음식점으로 변경한 곳
이 250개소, 여관에서 게스트하우스로 변경한 곳이 12개소, 버스 이용객
400% 증가, 폐점했던 점포의 재개 20개소, 올레코스와 코스를 연결하는
택시 등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안은주, 2010).

3. 문화예술 분야의 사회적 기업
가. 신나는 문화학교 : 창작문화를 통한 교육사업
“예술을 통해 삶의 주도성과 정체성을 찾는다.” 소외된 대중을 대상으
로 창작문화예술교육의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 신나는 문화학교 교사협회
(자바르떼)의 철학이다.
신나는 문화학교는 서울 지역 구로동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문화예술사
업을 펼치던 디지털노동문화복지센터와 청년예술가들의 일자리 문제를
고민하던 (재)실업극복국민재단(현 함께 일하는 재단)이 삼성으로부터 지
원받아 6개월 동안 진행한 예술 분야 일자리 프로젝트에서 출발하였다.
예술적 재능과 창작 의지가 있으나 일자리가 없는 젊은 예술가들이 모여
2004년 7월 ‘문화예술일자리만들기사업단’(자바르떼)105)을 구성하였다.
자바르떼가 일반 예술단체와 다른 점은 예술작품을 일방적으로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작품의 창작 과정에 대중이 참여하고 대중의
검증 과정을 거쳐 작품이 완성된다는 점에 있다. 그들의 창작은 빈민, 아
동, 실업자라는 집단을 통해 언어, 문화 등이 작품 속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검증받는 과정을 거친다. 이른바 대중의 참여와 교류 속에서 작
103) 배낭을 숙소에서 다음 코스 숙소로 옮겨주는 서비스로 이용료는 배낭 1개당
3,000∼8,000원.
104) 제주시와 서귀포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배낭 1개당 1,000원씩 받고 오전 9시부
터 오후 9시까지 12시간 배낭을 보관해 주고 있다.
105) 자바르떼는 일자리를 뜻하는 ‘job’과 예술을 뜻하는 ‘art’의 합성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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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이 완성되는 창작의 순환구조를 만드는 작업이 자바르떼의 교육이요,
창작활동이 되는 것이다.
빈민 지역의 자활센터, 지역아동센터, 실업단체로부터 파악한 대중의
문화적 수요를 기초로 자바르떼는 예술교육의 가치와 교육방식에 동의하
는 서울, 인천, 안산 지역의 문화활동가들을 중심으로 47명의 교사를 선
발했다. 노래, 미술, 도자기, 만화, 영상, 풍물, 춤, 악기(바이올린, 첼로, 오
까리나, 기타, 드럼, 피아노 등) 등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의 청년 예술인
들이 자바르떼에 참여하였다. 자바르떼의 교육이념, 지역의 특성 및 대중
집단의 특성, 한국의 문화, 발달심리, 대중교육방법론 등의 교육 내용으로
연수를 거쳐 각 지역의 단체와 시설에 교사가 파견되었다. 2004년 9월 시
작된 문화예술 일자리 프로젝트는 2005년 3월 공연, 전시, 체험 등의 성
과물을 만들어 창작교육활동에 참여했던 교사와 지역민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로 마무리되었다.
프로젝트는 끝났으나 지역민들의 문화에 대한 요구와 이들과의 창작활
동에서 보람을 찾은 교사들은 사업을 중단할 수 없었다. 2005년 한 해 동
안 이들 교사들은 무급으로 활동하며 지역민과의 밀착된 창작활동을 계
속하였다. 참여 교사들은 유급으로 진행된 프로젝트 기간보다 더 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교육 대중이 지불능력이 없는 소외층이라는 점에서
다른 지원이 없는 한 자바르떼의 활동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미지수였
다. 당장의 경제적 소득이 필요한 일부 교사들이 자바르떼를 떠났다.
자바르떼가 겪는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당시 노동부에서 지
원하는 사회적 일자리사업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문화예술인들이 일하는
방식과 노동부의 참여자 관리방식의 괴리는 너무 컸다. 2007년 사회적기
업육성법이 시행되면서 자바르떼는 사회적 기업을 학습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의 가치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고민도 컸다. 정부가 주도하는
사회적 기업의 형식과 자바르떼가 생각하는 문화생산 공동체 간의 괴리
가 존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예술가들에 맞는 조직형태는 무엇인
가,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 예술생산 공동체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
에 대한 구성원들의 토론 끝에 그동안의 활동한 성과를 바탕으로 2007년
12월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다. 빈곤대중, 소외아동, 장애인과 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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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대상으로 문화창작활동을 매개로 그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주도적
인 삶의 의지를 끌어내며, 그들의 언어와 문화가 담긴 예술작품을 만들어
가는 창의적 문화교육이 자바르떼의 교육 이념이자 사회적 목적이다.
2008년부터 사회적 기업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바르떼는 중앙본부에서
전략 수립과 정책개발, 운영지원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서울, 인천, 안산
지역에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다. 2010년 현재 서울, 인천, 안산 지역의 자
바르떼에서 일하는 예술인은 60명 정도이며 주력은 30대다. 지역아동센
터,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비정규직 단체 등 80개소의 시설에 주 1회
씩 교사들을 파견하고 있다. 이들 교사들은 시설 이용자들과 함께 문화예
술교육과 창작활동을 진행한다. 교육과 창작활동의 성과는 연말 발표회
등을 통해 지역민들과 어우러지는 축제로 발현된다. 지역 발표회에 초청
받은 지자체와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교육모델에 감동받으면, 차기년도
사업 영역이 그만큼 확장되어 간다.
자바르떼의 사업은 문화예술교육에 그치지 않는다. 자바르떼 내에는 7
개의 공연팀이 있다. 월드뮤직 그룹 ‘신나는 섬’, 풍물 그룹 ‘더늠’, 타악기
그룹 ‘반(反)’, 국악퓨전 그룹 ‘소리지기’, 클래식 그룹 ‘앙상블’, 피아노트
리오 등이다. 이들 공연팀과 교사들은 지역의 행사 공연, 축제, 문화제, 탐
방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 행사와 공연, 예술제를 통해 지역민의 문화
적 욕구와 결합해 간다. 자바르떼는 공동체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지역 사
회에 기반한 생활문화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오늘도 이 골목 저 골목
을 누비고 있다.
나. 노리단 : 놀이와 예술교육의 통합모델
주식회사 노리단은 우리나라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 기업 1호이자 놀이
와 예술과 교육을 통합시킨 청년기업이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는 없을까?’ 노리단은 미래 직업을 고민하는 청소년들의 이런 물음
에 답하기 위한 프로젝트에서 시작되었다.
노리단은 작곡가, 연극배우, 사운드, 엔지니어, 래퍼, 재즈댄서 등 20∼
30대 문화작업자들과 예술 장르와 미디어 작업 또는 인문학적 학습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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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던 10대들이 만나 진행한 하자센터의 빅프로젝트106)의 결과로 만들
어졌다. 처음 총 15명으로 구성된 노리단의 벤치마킹 모델은 호주의 생태
주의 퍼포먼스 그룹 허법이었다. 2000년 경남 산청의 간디학교에서 열린
워크숍에 초청된 허법의 재활용 악기 연주와 퍼포먼즈 공연을 접한 노리
단 단원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허법과 노리단은 3개월간
의 빅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다. 빅프로젝트는 청소년 수강생 50명과
함께 자기 몸을 이용하는 퍼포먼스, 악기 디자인과 제작, 제작된 악기를
연주하는 퍼포먼스 등 반복적인 놀이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허법은 프로
젝트가 진행되는 3개월 전 과정을 꼼꼼히 관찰하면서 코칭과 모니터링을
제공하였다. 허법의 스티브 랭턴과는 이후에도 2년에 한 번꼴로 만나 새
로운 재활용 악기를 개발하고 있다.
노리단은 폐기된 산업 자재와 생활용품을 이용하여 악기를 만들고, 때
로는 손과 발, 다리 등 몸을 두드릴 때 나는 소리를 이용하여 음악을 연주
한다. 노리단에는 음악과 무용이 있고, 마임과 놀이가 있으며, 이러한 문
화예술의 요소들을 통합시켜 체험학습을 이루어내는 교육이 이루어진다.
노리단은 3년간의 공연과 워크숍 활동을 토대로 2007년 문화예술 기업으
로는 최초로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다. 일과 놀이와 학습이 통합되는
문화예술 모델을 통해 젊은 예술가들이 꿈을 펼치면서 활동할 수 있는 영
역을 확장하는 것이 노리단이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이다.
사회적 기업으로서 노리단의 주요 활동은 워크숍 등의 교육활동과 악
기제작 및 공연활동이다. 기업의 워크숍이나 단체들의 각종 행사 공연을
통해 직장인들은 기존의 상식을 깨는 ‘몸 공연’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생
활폐기물이 악기로 변신한 모습, 10대에서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된 공연단의 모습에서 창의적 사고와 패러다임의 전환, 세대를 뛰어
넘는 공동체성을 인식하게 된다. 늘 새로운 아이디어로 승부를 내고자 하
는 기업들에게 노리단이 주는 자극은 직원들의 변화 욕구를 이끌어내는
106) “자신의 욕구를 찾아서 취업하자.”는 취지로 설립된 하자센터는 당시 대중음악,
미디어, 공연 등 장르별로 구분된 작업을 통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노
리단은 그 프로젝트의 하나로, 그동안 장르별 스튜디오별로 이루어지던 작업방
식을 뛰어넘어 기존의 성과물을 상호결합하고 문화예술 장르와 미디어 간의 경
계를 넘나드는 통합적 방식으로 추진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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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제로 활용되고 있다. 그만큼 노리단의 워크숍 진행이나 공연은 기업들
에게 큰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최근에는 해외공연까지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그 성과로 노리단은 2009년 피터드러커 기업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10년 노리단은 또 하나의 실험을 하고 있다. 3월 31일 신도림역과 대
림역 사이의 지하철 교각 밑에 문화창작공간 ‘구로로 노리단’을 오픈했다.
교각 아래 버려진 공간을 구청의 허가를 받아 예술작업공간으로 탈바꿈
시킨 것이다. 이른바 지역 재생사업이다. 청년예술가들의 꿈인 “예술을
하면서 돈도 벌자.”는 욕구에 기반하여 버려진 공간을 예술공간으로 변신
시키려는 노리단의 활동은 국내 다른 지역과 해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
다. 일본의 도쿄, 전북 전주 등지에 노리단을 벤치마킹하려는 청년그룹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노리단은 이들 그룹에게 컨설팅을 제공하면서 청년
예술기업의 확대와 네트워킹에도 힘을 쏟고 있다.
문화예술기업 노리단의 고용효과도 크게 증가했다. 15명으로 시작한
노리단의 단원은 7년이 지난 2010년 7월 90명에 육박하는 인원으로 늘었
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정의에 따라 예술 사회적 기업이라 하면 취약계
층에게 예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노리단
은 예술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즉 고용을 통해 예술기업의 가치를 풀고 싶은 것이다. 일을 하고 싶어하
는 청년은 많으나 지속적인 활동의 장을 찾지 못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
다. 자기 생애 동안 하고 싶은 창작예술활동을 통해 펼쳐보고자 꿈꾸는
이 땅의 청년들에게 노리단은 단원들의 실수를 품을 수 있는 젊은이의
‘안전망’이고자 한다. 노리단은 직원이면서 예술가이자 작가로서, 아직 배
워야 할 것이 많은 학생으로서 예술 콘텐츠를 생산하는 공장이요, 새로운
리더십을 형성해가는 학교로 성장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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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문화․관광 분야 사회적 기업의 특징과 NGOs의 역할

1. 다양한 콘텐츠와 결합
문화관광 분야 사회적 기업은 공연과 전시, 교육, 공간 운영, 디자인, 여
행, 공공미술, 악기 재생, 연구사업 등 문화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 영역에
걸쳐 있다. 또한 하나의 기업 안에도 단일한 사업만을 하는 경우보다는
(주)노리단처럼 공연사업이 워크숍 등 교육사업과 결합되거나 (주)우리가
만드는미래와 같이 여행사업이 교육사업과 결합된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사)이음은 문화와 디자인 컨설팅을 통해 로컬푸드사업과 연결되며,
프리즘과 같은 공공미술기업은 공공디자인을 중심으로 축제와 전시, 지
역사회 개발과 연결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전북 임실의 치즈마을과 같이 지역의 특산물을 상품화하면서 마을 전
체가 체험과 결합한 관광 관련 비즈니스 모델이 확대되는 경우도 있다.
전북 완주의 창포마을, 경기도 안성의 복조리마을(구매마을), 제주 무릉
마을 등 로컬푸드와 결합한 파생상품 개발, 방문자센터를 활용한 체험관
및 숙박업, 지역 탐방로를 이용한 카페테리아사업 등 사회적 기업으로 인
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역의 관광자원 개발과 연관된 커뮤니티 비지
니스 사업은 더욱 다양한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문화와 관광 관련한 사회적 기업이 수혜 대상, 사업 목적, 서비스
수요, 지역의 운영 주체의 차이에 따라 매우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될 가
능성이 있음을 말해준다.

2.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연계된 비공식 일자리창출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은 대체로 일자리 제공을 통해 사회
적 목적을 실현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문화예술 분야의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 유형 구분에서 기타형(지역사회 공헌형)에 속해 있다. 즉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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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인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하거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목적으로 하기보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이는 문화관광 분야 사회적 기업은 해당 기업 내에 고용된 일자리로만
설명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사)제주올레는 사단법인 내에 정식 고용된
사무직원 외에도 코스별 올레지기, 코스를 안내하는 올레 길동무, 탐방로
를 만들고 모니터링하는 자원봉사자, 올레꾼에게 공항에서 안내를 담당
하는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활
동하고 있다. 이들 자원봉사자들은 때로는 정부 지원사업과 맞물려 급여
를 지급받기도 하지만, 정부사업이 종료되면 지급받는 급여가 없이도 활
동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경기도 안성의 구매마을은 사회적 기업 (주)
이장의 농촌 관광상품개발 컨설팅, 음식개발 컨설팅을 받으면서 복조리
체험마을로 특화되어 있다. 농한기의 마을주민에 의한 복조리 생산이 전
국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농가 소득에 큰 기여를 하고 있
다. 평창그린투어사업단처럼 숙박업, 농원, 체험마을, 레포츠업 등 농사
이외에 지역내 비즈니스 단위를 결합시켜 다양한 상품을 공동개발해 가
는 방식도 있다. 이처럼 지역의 관광상품과 연관된 체험이나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마을주민들은 본래 자신들의 주업인 농사 외에 해당 지역을 방
문하는 관광객, 체험객을 대상으로 부정기적으로 수익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기적 활동이나 자원봉사 형태를 띤 수익활동은 경제활
동에 참여하는 것은 명확하지만 공식적인 일자리 통계로는 드러나지 않
는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문화관광 사회적 기업을 통한 일자리는 해당 사회적 기업의 공
식적 고용 외에도 커뮤니티 비지니스와 연계된 다양한 분야의 소상공인
의 탄생과 활성화, 비공식 일자리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
고 있다.

3. NGOs의 역할
사회적 기업은 비영리 단체의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쳐 독립하거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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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단체의 성격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30개 문화관광 분야 사회적
기업을 조직형태별로 살펴보면 민법상 법인(사단법인)이거나 비영리 단
체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기업이 21개소로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사회에 기반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역시 제주의 무릉외갓집처럼
마을기업의 형태를 취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해당 지역의 비영리 단
체 등이 운영하거나 마을의 자치위원회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필요
하면 영농법인 내 사업단의 지위에서, 때로는 개인사업자 형태로 매우 다
양하고 탄력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연계된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지역 내 비영
리 단체의 활동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사)제주올레는 고유의 목적 사
업인 올레길 조성과 운영 외에도 지역 내 소상공업을 부흥시키거나 무릉
외갓집처럼 1사 1올레 사업을 통해 마을기업을 인큐베이팅했다. 사단법인
평창그린투어사업단은 다양한 사업을 재배치하고 상품을 개발하고, 마을
단위의 공동사업을 만들고, 농가 회원들을 교육하는 것을 통해 읍면 단위
로 고립되어 진행하던 비즈니스를 평창군 전체에서 상호교류, 물적․인적
자원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지역 코디네이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제5절 소 결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기업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더욱이 정부에 의한 인증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사회
적 기업은 취약계층 고용과 사회서비스 제공이라는 매우 제한적 의미로
해석되는 측면이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 없는 성장 시대로 불리
는 현실에서 취업이 어려운 여성, 장애인, 청년,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고
용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안전망이 미흡한 현실에서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를 확대하며, 고령화되고 활력을 잃은 농촌 사회를 새로운 공동체 사회로
변화시켜 가는 과정에서 한국의 사회적 기업이 거둔 성과는 결코 과소평
가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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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기업 5대 전략육성 분야로 교육, 문화, 환
경, 지역개발, 돌봄 영역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교육부, 문화
부, 환경부, 산림청, 복지부 등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해 가고 있다. 문화체육
관광부도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 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탐방로사업, 녹색관광사업을 중심으로 국내 관광 활
성화를 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 타 부처와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제2절과 제3절에서 살펴본 대로 문화관광 분야 사회적 기업들은 독립
적인 기업형태를 갖추어 산업화 가능성을 보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
우 그 안에 다양한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어 특정 산업으로 분류되기 어려
운 점이 있다. 특히 지역사회와 결합된 사회적 기업의 경우나 비영리 단
체가 운영하는 사업들은 사업 내용과 범위, 고용창출 효과 면에서 매우
복합적인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향후 정부가 육성하고
자 하는 5대 전략 분야에서 문화관광 분야 사회적 기업이 출현할 가능성
은 매우 높다. 또한 이로 인한 고용창출 가능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적 기업은 지역사회에 기반하여 지역주민의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
키고, 지역주민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 더욱 견고해질 수 있
다. 지역문제, 지역주민의 욕구에 기초한 풀뿌리 민간단체가 사회적 기업
과 관련하여 주목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비영리 단체들은 교육, 주민운
동, 환경, 문화예술, 여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비영리 단체
들이 각각 독자적인 고유목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필요
로 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수익모델과 연결짓는 과정은 다양한 형
태의 일자리를 만드는 과정과 결합되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비영리 단체들은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고유목적 사업과 연계된
사회적 기업의 탄생과 운영에서 직․간접적으로 인큐베이팅과 컨설팅 역
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자신들의 고유목적 사업과는
전혀 다른 영역에서 일자리 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하다가 중단한 경우
도 많았다.
제3절의 사례에서 살펴본 대로 지역사회의 서비스 개발과 프로그램 운
영, 낙후한 농촌 사회에서 비영리 단체가 수행해 온 역할은 자못 크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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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고,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인적자원을 육
성하고 배치하는 과정에서, 이들 사업들이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네트
워크 형성과 지속가능한 운영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지역의 비
영리 단체가 맡게 될 기획자, 코디네이터 역할은 사회적 기업 및 지역사
회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 기업 인증에서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 기업은 증가추세에 있
다.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 기업에는 문화관광분야의 사회적 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농촌 사회에 기반을 둔 사회적 기업들은
로컬푸드뿐 아니라 지역민과 결합된 교육, 문화, 체험여행, 숙박 등 다양
한 커뮤니티 서비스와 연결되어 있다. 그동안 문화관광 분야 사회적 기업
들이 이루어가고 있는 성과, 즉 여행과 연결되는 교육과 마을의 숙박과
직거래 활성화, 마을의 특산물과 연결되는 상품개발, 지역의 문화적 특성
이 살아있는 공공디자인과 축제 공연, 마을 공동사업을 만들면서 형성되
는 공동체 의식 등은 사회적 기업의 탄생과 발전에서 비영리 단체가 담당
하게 될 역할이 무엇인가를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상품의 개발과 운영 과정에서 지역공동체의 의미와 성과가 커지고 새롭
게 청년 일자리창출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것은 직․간접적인 고용효과
를 넘어 사회적 기업이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공동체성이라는 가치 실현
에서도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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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요약 및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고용창출 능력을 진단하고 서비스산
업의 질적 성장 및 고부가가치화의 장애요인을 분석하여, 고용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고용전략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된 ｢고
용구조 선진화를 위한 서비스산업의 일자리창출 역량제고 방안｣ 시리즈
의 두 번째 연구 결과이다. 1년차 연구에서는 전체 서비스산업을 분석대
상으로 하여 우리나라 서비스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용구조상 변
화의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노동생산성, 숙련, 노동이동 등 다양한
분석지표를 이용하여 서비스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창출 여력을 탐색하
였다. 올해 연구에서는 작년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업 중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을 전략서비스부문으로 선택하여 이들 업종에서 서비스의 양적
확충과 질 제고를 함께 도모하는 일자리창출 방안을 모색하였다.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은 소득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서비스수요가 급속
히 확대되고 고부가가치 창출의 가능성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
이다. 하지만 이들 산업은 영세성과 전문성 부족, 기업 간․산업 간 협업
문화의 미정착 등으로 인해 산업 발전에 한계가 있으며, 특히 고부가가치
창출에 있어 인적자원이 그 어느 부문보다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인적
자원개발 체제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여 필요한 양질의 인력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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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점은 이 부문에서 산업의 발전과 양질
의 고용확대가 함께 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본 보고서는 서론과 결론 장을 제외하고 3개의 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
1부와 제2부는 각각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으로 나누어 범주의 식별과 분
류, 현황과 특징, 발전방안 등의 산업연구 및 실증분석 결과를 수록하였
고, 제3부에는 문화 및 관광산업의 고용창출전략 모색의 일환으로 이 분
야 직업전망과 인력양성 방안, 그리고 이 분야 4개 기업 및 유형별 사회
적 기업의 사례 연구를 수행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일자리창출 방안을
모색하였다. 각 장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 ‘문화산업의 분류체계와 고용현황’(황수경)에서는 문화산업의
다양한 개념과 정의를 검토하고 2009 UNESCO FCS의 분류체계를 토대
로 우리나라 문화산업 및 문화고용 통계를 재구성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유관 개념으로서 창조산업, 저작권산업, 문화 콘텐츠산업 등의 개념
과의 비교, 예술의 생산 측면과 산업적 측면으로 나누어지는 개념 정의의
접근법과 국가별 차이, 문화고용, 문화적 참여 등의 개념을 소개하고 있
다. 아울러 문화산업의 표준적 분류체계에 입각해 문화산업 및 문화고용
의 개략적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데, 2008년 현재 핵심 및 생활문화산업,
그리고 연관산업을 포함한 문화 관련산업 종사자를 198만 명, 전 산업의
12.2%로 추산하고 있다. 필자는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문화부문의 중요성
을 감안해 경제통계 체계 내에서 문화부문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
하는 것이 전 세계적 추세이며, 우리의 경우도 문화산업의 보편적인 개념
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문화산업 분류체계를 재정비하려는 노
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제3장 ‘문화산업의 산업적 특성과 발전전략’(정헌일)에서는 문화산업의
산업적 특성과 발전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분석대상을 문화산업진흥기본
법상의 문화산업으로 한정하여 산업의 특성과 발전전략을 분석, 제시하
고 있다. 먼저 문화산업 세부 업종별로 부가가치, 매출액 등 산업적 성과
를 개괄하고 산업적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다음으로 디지털 기술과 결합
된 문화콘텐츠 시장의 변화, 미디어와 플랫폼의 변화, 비즈니스 모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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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문화산업의 향후 전망과 발전전략을 제
시하고 있다. SWOT 분석을 토대로 요인에 따라 S-O 전략, W-O 전략,
S-T 전략, W-T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이를
토대로 지적재산권보호와 공정경쟁 강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 창의적 영
역의 분업화․R&D 확대․정보비대칭 축소를 통한 자금조달의 원활화
등을 통한 시장창출, 그리고 글로벌 진출 및 상호교류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제4장 ‘문화산업의 고용변동과 일자리 특성’(김준영)에서는 문화산업
노동시장의 특성을 소개하고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한국고
용정보원의 ｢산업․직업 고용구조조사(OES)｣를 이용하여 문화산업의 고
용변동과 일자리 특성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또한 고용보험 DB를 이용하
여 문화산업 근로자의 일자리 유지, 근속기간, 입직률과 이직률 등 고용
의 동태적 특성을 살펴보고 정책적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핵심 문화인력
중심으로 보면 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평균 연령은 낮으며, 임금수
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일자리 유지율과 평균 근속기간은 상
대적으로 낮아 이들에 대한 고용안정지원책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영세 자영부문 지원책을 강구하고 이들 부문 이직자가 성장부문
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 서비스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제5장 ‘관광산업의 고용 현황과 국제비교’(황수경)에서는 세계관광기구
(UNWTO)가 새로 정비한 2008 국제관광통계권고안(IRTS)의 관광산업
정의와 분류체계를 토대로 우리나라 관광산업 및 관광고용 통계의 작성
기준을 제시하고 기초적인 관광고용 현황 및 추이를 살펴보고 있다. 아울
러 세계여행관광협회(WTTC)가 추계하는 세계 관광산업 통계를 이용하
여 우리나라 관광고용의 규모와 경제적 기여를 측정, 분석하고 있다. 필
자에 의하면 2008년 현재 관광산업에 속하는 사업체는 약 6만 4천개로 전
체 사업체수의 약 2.0%를 차지하며, 종사자수는 약 37.2만명으로 전체 취
업자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가용통계의 한계
로 분석에 상당히 제약이 많은데, 이러한 이유로 전체 관광산업을 포괄할
수 있는 보다 일반적인 접근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광산업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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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조사 방식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제6장 ‘관광산업의 산업적 특성과 발전전망’(김희수)에서는 제3장과 유
사하게 산업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산업 분
류를 토대로 관광산업의 동향과 경쟁력을 분석하고 있다. 경쟁력 분석에
는 Vollrath의 RCA지수, 세계경제포럼(WEF)의 관광산업 경쟁력지수, 노
동생산성 등 다양한 지표들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업종별 발전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데, 생산성과 국제경쟁력이 낮은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
여 우선은 기업주도의 가격경쟁력, 인적자원경쟁력, 기술경쟁력 제고 노
력이 필요하며, 정부는 시장창출지원책으로서 벤처지원, 창업촉진 등을
포함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의 창출, 지속적인 규제완화정책을 펼쳐 나
가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제7장 ‘관광산업의 업종별 고용변화와 직업의 특성’(권혜자)에서는 앞
의 제5장에서 제시된 관광산업 분류체계를 토대로 관광산업 대표 업종
및 대표 직종을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고용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우선 고용보험 DB를 활용하여 관광산업 대표 업종별 피보험자 변
화와 고용보험 순취득자의 변화를 살펴보고, 대표 직업별로 일자리 변동
의 특징을 도출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관광산업 고용정책을 개관하고 일
자리창출을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하고 있는데, 관광산업의 고용증가를
위해서는 소규모일지라도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는 관광관련 일자리를 창
출하기 위한 의식적이고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제8장 ‘문화 및 관광서비스 분야 직업전망 및 인력양성 방안’(강순희․
신범석)에서는 지식기반서비스화․글로벌화라는 메가트랜드가 산업 및
직업에 관한 수요를 변화시키는 데 주목하여 직업전망서 분석, 전문가 조
사를 토대로 문화․관광서비스 분야에서 예상되는 유망직업을 도출하고
있다. 아울러 유망직업과 연계한 문화․관광 서비스 분야의 인력양성 체
계, 더 나아가 문화․관광 서비스 분야 전반의 HRD 체계의 문제점을 분
석한 후, 문화․관광서비스 분야 직업분류체계 확립, 인재상 정립, 학교교
육의 역할 강화,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학습 인프라 구축, 전문
가 인증제 및 자격제도 연계강화 등을 HRD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제9장 ‘문화․관광서비스 분야 기업 성공사례’(오계택)에서는 문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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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서비스 분야에서 성공한 4개 기업의 사례를 심층면접을 통하여 조사․
분석한 후 이들 기업이 어떻게 이 분야 산업 및 기업들이 갖고 있는 문제
점 및 제한점들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지를 시장
요인, 혁신과 기술요인, 그리고 직업조직과 인적자원요인에 주목하여 밝
히고 있다. 성공 기업들은 대내외 환경의 제약 하에서 차별화된 전략을
세우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구조와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특히
인재존중의 인적자원관리 전략을 강조하는 점이 공통적인 특징으로 나타
나고 있다.
제10장 ‘사회적 기업 및 NGO의 역할’(김인선)에서는 최근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창출 관련하여 주목을 받고 있는 사회적 기업 활동 영역의
상당 부분이 문화․관광 분야임에 주목하여 사회적 기업의 사례를 통해
문화․관광 서비스 분야에서 고용확대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다양한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 기업 가운데 특히 교육,
문화, 체험여행, 숙박 등 다양한 커뮤니티 서비스와 연결된 문화관광 분
야 사회적 기업들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향후 발전을
위해서는 인큐베이팅과 같은 상호교류 및 확산 노력이 필요하며 이 과정
에서 지역코디네이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11장은 본 연구에서 확인된 중요한 연구 성과들을 요약
하고 종합적인 정책방향과 연구의 한계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제2절 정책과제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 성장과
함께하는 일자리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본 연구에서는 산업의 다양
성과 이질성만큼이나 다양한 정책과제가 제시되었다. 이는 개개 업종이
직면한 문제나 그 문제를 푸는 단서에 이르기까지 업종이 가지는 다양하
고 복잡한 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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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제기된 정책과제들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문화산업에서는 새로운 생태계의 등장이라 할 만큼 향후 변화는 급격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디지털 융합의 고도화에 따른
융합시장의 변화, 문화산업에서 창조산업으로의 변화, 유비쿼터스 환경
하에서 상호작용성, 개인성, 선택성의 강화에 따른 소비자의 행태변화 등
을 들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산업의 발전 전략으로서 첫째로 지적재산권
보호 및 공정경쟁 강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 전략, 둘째로, 창의적 영역의
분업화, R&D 확대, 정보 비대칭성을 줄여 자금조달의 원활화 등을 통한
시장창출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진출 및 상호교류 전략을 제시
하고 있다.
한편, 문화산업은 매우 상이한 세부 분야로 구성되어 있어 이 분야에서
의 일자리창출과 인력양성을 위한 정책은 문화산업의 세부 분야별로 차
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핵심 문화인력에 대해서는 일
자리를 안정화시켜 주는 고용안정지원책을 마련하고, 고용이 급속하게
감소하는 업종은 주로 영세자영업의 침체에 따른 것이므로 동 업종에서
대규모 이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영업 지원을 포함한 적절한 정책지
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쇠퇴 문화업종에서 발생하는 이직자가 성장 업종
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서비스 등을 통해 지원하는
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다음으로 관광산업에서의 정책과제를 살펴보면, 우선 관광산업 관련
통계의 정비와 재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관광산업 통계는 관광
진흥법에 기초하여 작성되고 있는데,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등록·허
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한 자로 한정되기 때문에 관광사업자 통계가
통상적 의미의 관광산업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며 본 연구의 관광숙박업
의 경우 포괄 범위가 4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재 방식
의 관광사업자 통계는 고용량 변화 없는 사업자 변경만으로도 고용의 변
화로 파악되는 문제가가 있어 고용 측면에서 지표로 활용하는 데 심각한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의 관광산업 특수 분류도 유용성이 떨어지기
는 마찬가지다. 관광특성상품을 조금이라도 산출하는 업종을 모두 망라
하여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상당수 항목이 세세분류 수준에서도 배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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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로 관광부문 통계를 작성하는 데 그
다지 유용하지 않다.
관광산업의 발전전략은 가격경쟁력, 인적자원경쟁력, 기술경쟁력을 강화
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기업 차원에서 새로운 상품의 생산, 새
로운 생산방법의 도입, 새로운 시장의 개척, 새로운 자원의 발견, 새로운 경
영기법의 도입 등의 혁신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혁신의 원천은 연구개발
(R&D)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기술적 혁신, 즉 서비스 프로세스의 개선,
마케팅 혁신, 조직 혁신, 경영 혁신 등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 특히 혁신의
원천으로서 서비스 인력이 중요하다.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는 무형의 특성
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생성과 전달과정에 있어서 인적자원이 지대
한 역할을 한다. 서비스 혁신은 우수한 서비스 인력을 바탕으로 한 기술 혁
신과 비기술적 혁신이 함께 수행되어야 하기에 근로자의 능력,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중요하다.
시장의 창출, 확대를 위한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먼저 벤처지원, 창업촉진 등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지속적 창
출, 지속적인 규제완화 정책을 제시할 수 있다. 이 이외로 관광사업의 부
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자영업 부문의 기업화, 경쟁의 촉진, 기업간 공
동 인력관리, 공동 마케팅, 전략적 제휴 등을 강구할 필요도 있다. 영세한
기업 위주의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본과 선진적
경영 노하우를 지닌 대규모 서비스 전문기업의 출현이 필요하다. 예를 들
면, 중소규모의 호텔과 레스토랑이 전국 단위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체인
화를 시도하여 브랜드 및 상품 구성, 서비스 표준의 공유, 공동 마케팅,
공동 고객관리, 통합 구매 등을 가능하게 하여 비용절감, 매출 및 수익의
제고 등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도록 하여 줄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시장
의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외국기업의 유치 확대, 우리나라 기업
의 해외투자 활성화 등도 촉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분석에 의하면 관광산업은 고용이 시계열적으로 급증하거나 변
동이 큰 분야는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관광산업이 성장 전망
이 높고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산업이지만 그간의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보면 실제로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으며 고용의 질(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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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측면에서는 오히려 문제가 많은 부분이기도 하다. 고용전망에서
도 운송 관련 직업에서는 더 이상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 않으
며, 여행 관련 직업에서는 고용이 다소 증가하겠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
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관광 수요의 다양화에 따라 다양한 신생직업과
전문성을 갖는 직업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러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들의 수가 워낙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광산업에서 고용을 늘리기 위해
서는 이러한 소규모 신생직업 또는 전문적 직업에서의 고용증가를 의식
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직업에서 창출되는 일자리의 총합이
단순서비스 관련직에서 감소하는 일자리를 능가해야 관광산업의 일자리
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광산업의 고용증가를 위해서는 소
규모일지라도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는 관광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
한 의식적이고 인위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문화․관광산업 모두가 공통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정책과제는 우선 관
련 통계를 정비하고 직업분류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문화․관
광서비스 분야를 이끌어갈 리더 및 직무전문가 등 문화․관광서비스 분
야 인재상을 정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전략적 계획이 수립되어
야 한다. 문화․관광 서비스 분야를 아우르는 시장지향형 서비스맨, 문
화․관광 서비스 분야의 글로벌화, 전문화, IT화를 주도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육성이 중요하다. 또한 문화․관광산업 정책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의 기획, 집행, 성과에 대하여 점검 및 평가를 실시
하고 정책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성공한 기업들의 사례조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회사의 전략을 명확하게 확립하고, 둘째, 회사의 전략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조직구조와 제도를 마련하여야 하고, 셋째, 적절한 인
재 확보가 중요한데, 체계적인 인력양성 제도가 충분하지 못하므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산학연계의 강화, 자격제도 정비 및 강화, 해당 분야
의 세계화와 전문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과 기업들의 노력이 필요하
다는 점이다.
한편, 문화․관광분야 사회적 기업들의 사례에서 보면, 지역사회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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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하여 지역주민의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주민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방식을 통할 때 사회적 기업의 발전과 일자리창출의 가능성이
더 커짐을 알 수 있다. 즉 비영리 단체 등 사회적 기업 주체들이 각각 독
자적인 고유목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서
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수익모델과 연결짓는 과정이 다양한 형태의 일자
리를 만드는 과정과 결합되어 나갈 수 있으므로 지역커뮤니티와 결합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제3절 연구의 한계와 과제

문화․관광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 성장과 함께
하는 일자리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본 연구는 다양한 접근을 통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밝혀내지 못하였던 특징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밝히
고 다양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대표적인 연구의 한계는 문화 및 관광산업의 범주, 분류체계 및 조사방
식의 미정비로 인하여 분석의 범주가 장간 또는 같은 장내에서도 다른 경
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내용을 연결하여 직접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필요 통계가 부족하여 당초 의도하였던 분석을 심층적
으로 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무엇보다도 이 분야의 산업 및 직업분류체
계의 정비, 통계자료의 구축이 필요한 이유이다.
또 다른 하나는 사례조사의 편의 문제이다. 사례조사 방법은 심도 있는
정보 수집을 통해 구체적인 정보와 깊이 있는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공 기업 사례에 대한 분석이기 때문에 기
업의 인사 담당자들의 인터뷰를 통할 수밖에 없었는데, 조사에 응한 기업
들은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수준 있는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
는 기업들로서 이른바 자기선택(self selection)에 의한 편의가 있을 수 있
다는 점이다. 처음에 접촉하였던 기업들 중 다수는 사례조사에 응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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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는 점은 이를 반증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성공 사례조사라 하더
라도 케이스를 좀 더 확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서는 실패한
사례도 조사하여 성공기업과 비교 분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이
는 추후의 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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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표>
<부표 1>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4)로 정의된 문화산업
CULTURAL DOMAINS
Domain
ISIC 4 Description
9000 Creative, arts and entertainment activities
A. Cultural and 9102 Museums activities and operation of historical sites and buildings
Natural Heritage 9103 Botanical and zoological gardens and nature reserves activities
4774 Retail sale of second-hand goods
9000 Creative, arts and entertainment activities
B. Performance 3220 Manufacture of musical instruments
and Celebration 5920 Sound recording and music publishing activities
4762 Retail sale of music and video recordings in specialized stores
9000 Creative, arts and entertainment activities
7420 Photographic activities
C. Visual Arts
5819 Other publishing activities
and Crafts
3211 Manufacture of jewellery and related articles
7220 Research and experimental development on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9101 Library and archives activities
5811 Book publishing
5813 Publishing of newspapers, journals and periodicals
5819 Other publishing activities
D. Books and
4761 Retail sale of books, newspapers and stationary in specialized stores
Press
6391 News agency activities
6399 Other information service activities n.e.c.
4649* Wholesale of other household goods*
9000 Creative arts and entertainment activities
5820 Software publishing
5911 Motion picture, video and television programme production activities
5912 Motion picture, video and television programme post-production activities
5913 Motion picture, video and television programme distribution activities
5920 Sound recording and music publishing activities
E. Audio-visual 5914 Motion picture projection activities
and Interactive 6010 Radio broadcasting
Media
6020 Television programming and broadcasting activities
6312 Web portals
7722 Renting of video tapes and disks
6321 News agency activities
4762 Retail sale of music and video recordings in specialized stores
4791 Retail sale via mail order houses or via Internet
7410 Specialized design activities
F. Design and
7110 Architectural and engineering activities and related technical consultancy
Creative services
7310 Advertising

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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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의 계속
RELATED DOMAINS
Domain
ISIC 4 Description
4911* Passenger rail transport, interurban*
4922* Other passenger land transport*
5011 Sea and coastal passenger water transport
5110 Passenger air transport
G. Tourism
5510 Short-term accommodation activities
5520 Camping grounds, recreational vehicle parks and trailer parks
7911 Travel agency activities
7912 Tour operator activities
7990 Other reservation service and related activities
5520 Camping grounds, recreational vehicle parks and trailer parks
7721 Renting and leasing of recreational and sports goods
9311 Operation of sports facilities
9312 Activities of sports clubs
H. Sports and 9319 Other sports activities
Recreation
9200 Gambling and betting activities
9321 Activities of amusement parks and theme parks
9329 Other amusement and recreation activities n.e.c.
9609 Other personal service activities n.e.c.
8541 Sports and recreation education
TRANSVERSAL DOMAINS
8522* Technical and vocational secondary education*
Cultural
8530* Higher education*
Education
8542 Cultural education
EQUIPMENT AND SUPPORTING MATERIALS OF CULTURAL DOMAINS
1820 Reproduction of recorded media
B. Performance
3290* Other manufacturing n.e.c.
and Celebration
2640* Manufacture of consumer electronics
2022* Manufacture of paints, varnishes and similar coatings, printing ink & mastics*
C. Visual Arts
2670* Manufacture of optical instruments and photographic equipment*
and Crafts
2029* Manufacture of other chemical products n.e.c.*
5813 Publishing of newspapers, journals and periodicals
D. Books and 1811 Printing
Press
1812 Service activities related to printing
2829* Manufacture of other special-purpose machinery*
2610* Manufacture of electronic components and boards*
2620 Manufacture of computers and peripheral equipment
2630 Manufacture of communication equipment
2640* Manufacture of consumer electronics*
E. Audio-visual
2670* Manufacture of optical instruments and equipment*
and Interactive
2680* Manufacture of magnetic and optical media*
Media
3290* Other manufacturing n.e.c.*
5820 Software publishing
6201 Computer programming activities
6202 Computer consultancy and computer facilities management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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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의 계속
6020
6110
6120
6311*
6312
E. Audio-visual
7730*
and Interactive
4742
Media
4651
4652*
9511
3320*
6209
F. Design and
7310
Creative services
1410*
2829*
1520*
H. Sports and 3012
Recreation
3230
4763
4290*
4791*

주 : * 일부분만 해당.

Television programming and broadcasting activities
Wired telecommunications activities
Wireless telecommunications activities
Data processing, hosting and related activities*
Web portals
Renting and leasing of other machinery, equipment and tangible goods*
Retail sale of audio and video equipment in specialized stores
Wholesale of computers, computer peripheral equipment and software
Wholesale of electronic and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and parts*
Repair of computers and peripheral equipment
Installation of industrial machinery and equipment*
Other information technology and computer service activities
Advertising
Manufacture of wearing apparel, except fur apparel*
Manufacture of other special-purpose machinery*
Manufacture of footwear*
Building of pleasure and sporting boats
Manufacture of sports goods
Retail sale of sporting equipment in specialized stores
Construction of other civil engineering projects*
Retail sale via mail order houses or via Internet*

부표

<부표 2> 국제표준직업분류(ISCO ’08)로 정의된 문화직업
CULTURAL OCCUPATIONS
ISCO
Domain
Function
08
Creation
2632
Dissemination 3433
A. Cultural
Exhibition/
and Natural
1349
Transmission
Heritage
2133
Archiving/
preserving
2621
Creation
2659
2652
B.
Producing
2653
Performance
7312
and
2310
Celebration Education/
2320
training
2354
2651
Creation
3118
3431
7113
7115
7313
7314
7315
7316
7317
7318
Producing
C. Visual
7319
Arts and
7522
Crafts
7531
7532
7533
7534
7535
7536
7549
2310
2320
Education/
Training
2330
2355
Creation
2641
2642
Producing,
D. Books
dissemination 2643
and Press
2622
Archiving/
Preserving
4411

Description
Sociologists, anthropologists and related professionals
Gallery, library and museum technicians
Professional services managers, n.e.c.
Environmental protection professionals
Archivists and curators
Creative and performing artists, n.e.c.
Musicians, singers and composers
Dancers and choreographers
Musical instrument makers and tuners
University and higher education teachers
Vocational education teachers
Other music teachers
Visual artists
Draughtspersons
Photographers
Stonemasons, stone cutters, splitters and carvers
Carpenters and joiners
Jewellery and precious-metal workers
Potters and related workers
Glass makers, cutters, grinders and finishers
Sign writers, decorative painters, engravers and etchers
Handicraft workers in wood, basketry and related materials
Handicraft workers in textile, leather and related materials
Handicraft workers, n.e.c.
Cabinet-makers and related workers
Tailors, dressmakers, furriers and hatters
Garment and related pattern-makers and cutters
Sewing, embroidery and related workers
Upholsterers and related workers
Pelt dressers, tanners and fellmongers
Shoemakers and related workers
Craft and related workers, n.e.c.
University and higher education teachers
Vocational education teachers
Secondary education teachers
Other arts teachers
Authors and related writers
Journalists
Translators, interpreters and other linguists
Librarians and related information professionals
Library clerks

409

410

고용구조 선진화를 위한 서비스산업의 일자리창출 역량제고 방안(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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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3 Web and multimedia developers
E. AudioVisual and
Interactive
Media

Producing

2654 Film, stage and related directors and producers
2655 Actors
3435 Other artistic and cultural associate professionals

Dissemination 2656 Announcers on radio, television and other media
Education/
Training

2310 University and higher education teachers
2320 Vocational education teachers
2161 Building architects
2162 Landscape architects
2163 Product and garment designers

Creation

2164 Town and traffic planners
2165 Cartographers and surveyors

F. Design
and Creative
Services

2166 Graphic and multimedia designers
3432 Interior designers and decorators
Producing
Dissemination
Education/
Training

3118 Draughtspersons
1222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managers
2431 Advertising and marketing professionals
2310 University and higher education teachers
2320 Vocational education teachers

RELATED DOMAINS OCCUPATIONS
4221 Travel agency and related clerks
G. Tourism Dissemination 5111 Travel attendants and travel stewards
5113 Travel guides
Making
H.
Recreation

3421 Athletes and sports players
1431 Sports, recreation and cultural centre managers

Dissemination 4212 Bookmakers, croupiers and related gambling workers
4213 Pawnbrokers and money-lenders
Education/
Training

3422 Sports coaches, instructors and officials

3423 Fitness and recreation instructors and program leaders
TRANSVERSAL DOMAINS*
1113 Traditional chiefs and heads of village
Producing
Intangible
Heritage

2636 Religious professionals
3230 Traditional and complementary medicine associate professionals
5169 Personal services workers, n.e.c.

Dissemination 3413 Religious associate professionals
Education/
training

2353 Other language teachers

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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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의 계속
EQUIPMENT AND SUPPORTING MATERIALS
7322 Printers: Silk-screen, block and textile printers (handicraft workers)
Visual Arts
Producing
and Crafts

7521 Wood treaters
7523 Woodworking-machine setters and setter-operators
8132 Photographic products machine operators

Books and
Press

7321 Pre-press technicians
Producing

7322 Printers
7323 Print finishing and binding workers
1330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service managers
2511 Systems analysts
2512 Software developers
2514 Applications programmers

Audio-visual
and
Interactive
Media

Producing

2519 Software and applications developers and analysts, n.e.c.
2523 Computer network professionals
3511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operations technicians
3512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user support technicians
3513 Computer network and systems technicians
3514 Web technicians

Dissemination 3521 Broadcasting and audio-visual technicians
Education/
training

2356 Information technology trai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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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세세분류로 정의된 문화산업
9차 표준산업분류
코드
업종명
<핵심문화산업>
A. 문화재․자연유산
박물관․ 90221 박물관 운영업
사적지 90222 사적지 관리 운영업
90231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90232 자연공원 운영업
자연공원
기타 도서관, 사적지, 유사 여가관련 서
90290
비스업
B. 공연․음악
75992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0110 공연시설 운영업
90121 연극단체
90122 무용 및 음악단체
공연
90123 기타 공연단체
90131 공연 예술가
90191 공연 기획업
90192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90199 그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33201 피아노 제조업
33202 현악기 제조업
악기제조 33203 전자악기 제조업
33204 국악기 제조업
33209 기타 악기 제조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음반제작
59202 녹음시설 운영업
음반판매 46461 음반 및 비디오물 도매업
C. 미술․사진․공예

비공연
예술
사진

공예

코드

8차 표준산업분류
업종명

88221
88222
88231
88232

박물관 운영업
사적지 관리 운영업
식물원 및 동물원
자연공원 및 유사시설 운영업

75994
87311
87321
87322
87329
87331
87341
87342
87349
36921
36922
36923
36924
36929
22131
22139
87312
51471

전시 및 행사 대행업
공연시설 운영업
연극단체
무용 및 음악단체
기타 공연단체
공연 예술가
공연 기획업
배역 및 제작관련 대리업
기타 공연관련 산업
피아노 제조업
현악기 제조업
전자 악기 제조업
국악기 제조업
기타 악기 제조업
음반 및 기타 음악 기록매체 출판업
기타 오디오 기록매체 출판업
녹음시설 운영업
음반 및 비디오물 도매업

90132 비공연 예술가

87332 비공연 예술가

73301
73302
13222
16293
23199
23211
32022
33110
33120
33931
33932

74911
74912
17912
20293
26199
26211
36122
36910
36971
36972
36973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
상업용 사진 촬영업
자수제품 및 자수용재료 제조업
장식용 목제품 제조업
그외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나전칠기가구 제조업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가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조화 및 모조장식품 제조업

인물 사진 촬영업
상업용 사진 촬영업
자수제품 및 자수용 재료 제조업
장식용 목제품 제조업
그외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나전칠기가구 제조업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가발 및 유사 장신용품 제조업
조화 및 모조 장식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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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의 계속
9차 표준산업분류
코드
업종명
D. 도서․출판
도서관 90211 도서관 및 기록보존소 운영업
58111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58112 만화 출판업
출판
58119 기타 서적 출판업
7390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58121 신문 발행업
신문
58122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58123 정기 광고간행물 발행업
기타
출판
58190 기타 인쇄물 출판업
46453 서적, 잡지 및 신문 도매업
서적 판
47611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매․대여
69291 서적 임대업
E. 영화․방송․게임
58211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게임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영상물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제작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영상물 59120 관련 서비스업
제작관련
73901 매니저업
영상물 60221 프로그램 공급업
배급
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영화상영 59141 영화관 운영업
라디오 60100 라디오 방송업
60210 지상파 방송업
방송
60222 유선방송업
60229 위성 및 기타 방송업
뉴스․정 63910 뉴스 제공업
보제공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비디오 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대여
69220 음반 및 비디오물 임대업
영상물
47620 음반 및 비디오물 소매업
소매
F. 디자인․건축․광고
73201 인테리어 디자인업
73202 제품 디자인업
디자인
73203 시각 디자인업
73209 기타 전문 디자인업
41226 조경 건설업
건축
72111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72112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71310 광고 대행업
광고
71391 옥외 및 전시 광고업
71393 광고물 작성업

8차 표준산업분류
업종명

코드

88211 도서관 및 기록보존소
22110 서적 출판업

74991
22121
22122
22123
22190
51463
52621
71302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신문 발행업
잡지 및 정기 간행물 발행업
정기 광고간행물 발행업
기타 출판업
서적, 잡지 및 신문 도매업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서적 임대업

72201 게임 소프트웨어 제작업
87111
87112
87113
87114

일반
만화
광고
방송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프로그램 제작업

87120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75995
87221
87130
87141
87211
87212
87222
87223
88100
72400
87142
71301

연예인 및 기타 공인 매니저업
프로그램 공급업
영화 배급업
영화관 운영업
라디오 방송업
텔레비전 방송업
종합유선 및 기타 유선 방송업
위성 방송업
뉴스 제공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음반 및 비디오물 임대업

52513 음반 및 비디오물 소매업
74601
74602
74603
74609
45126
74311
74312
74510
74591
74593

인테리어 디자인업
제품 디자인업
시각 디자인업
기타 전문 디자인업
조경 공사업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광고 대행업
옥외 광고업
광고물 작성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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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의 계속
9차 표준산업분류
코드
업종명
<생활문화산업>
G. 관광
철도운송 49100 철도운송업
49220 시외버스 운송업
육상운송 49232 전세버스 운송업
49239 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
50111 외항 여객 운송업
수상운송 50121 내항 여객 운송업
50201 내륙 수상 여객 운송업
항공운송 51100 정기 항공 운송업
55111 호텔업
55112 여관업
숙박
55113 휴양콘도 운영업
55114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
55119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75211 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
여행사
75212 국내 여행사업
여행지원 75290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H. 스포츠․오락
스포츠용
69210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용품 임대업
품 대여
91111 실내 경기장 운영업
91112 실외 경기장 운영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122 스키장 운영업
경기장 91131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운영
91132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91133 수영장 운영업
91134 볼링장 운영업
91135 당구장 운영업
91136 골프연습장 운영업
91139 그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스포츠 91191 스포츠 클럽 운영업
클럽활동 91199 그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기타 스 91231 낚시장 운영업
포츠활동 91239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91221 전자 게임장 운영업
도박․ 91222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게임장 91241 복권발행 및 판매업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놀이공원
91292 체육공원 및 유사 공원 운영업

코드

60100
60220
60232
60239
61111
61121
61201
62100
55111
55112
55113
55114
55119
63311
63312
63390

8차 표준산업분류
업종명

철도 운송업
시외버스 운송업
전세버스 운송업
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
외항 여객 운송업
내항 여객 운송업
내륙 수상 여객 운송업
정기 항공 운송업
호텔업
여관업
휴양 콘도 운영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기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
일반 및 국제 여행사업
국내 여행사업
기타 여행지원 서비스업

71303 경기 및 여가용품 임대업
88311
88312
88313
88331
88332
88395
88391
88392
88393
88394
88399

실내 경기장 운영업
실외 경기장 운영업
경마 및 경주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종합 오락운동시설 운영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당구장 운영업
그외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88321
88329
88921
88929
88911
88912
88995

프로 및 실업 경기단체
기타 경기 전문 종사업
해수욕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전자 게임장 운영업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도박․게임장장 운영업

88992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88993 체육공원 및 유사 공원 운영업

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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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의 계속
코드
91223
91229
여가활동 91291
91293
91299
85611
스포츠․
85612
여가교육
85620
<연관산업>
I. 공통영역
85301
고등교육 85302
85303
70209
84212
94911
인문학 94912
(종교)
94913
94914
94919
96992
S. 장치․지원
46462
공연․음
47593
악 관련
69292
20491
27321
27322
27329
46492
46493
사진․공
47823
예 관련
47829
73303
47841
47842
47830
33933
95392
18111
18112
18119
출판
18121
관련
18122
18129
29293

9차 표준산업분류
업종명
노래연습장 운영업
기타 오락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기원 운영업
그외 기타 분류안된 오락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교육기관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예술 학원

코드
88913
88919
88991
88994
88999
80999

8차 표준산업분류
업종명
노래방 운영업
기타 오락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기원 운영업
그외 기타 분류안된 오락관련 산업
그외 기타 분류안된 교육기관

80992 예술 학원

전문대학
80301 전문대학
대학교
80302 대학교
대학원
80303 대학원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3209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 개발업
문화 및 관광 행정
76212 문화 및 관광 행정
불교 단체
91911 불교 단체
기독교 단체
91912 기독교 단체
천주교 단체
91913 천주교 단체
민족종교 단체
91914 민족종교 단체
기타 종교 단체
91919 기타 종교 단체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93992 점술업
악기 도매업
악기 소매업
의류 임대업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업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장비 제조업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
사진장비 및 광학용품 도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기타 광학 및 정밀 기기 소매업
사진 처리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관광 민예품 및 선물용품 소매업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표구 및 전사처리 제조업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경 인쇄업
스크린 인쇄업
기타 인쇄업
제판 및 조판업
제책업
기타 인쇄관련 산업
인쇄 및 제책용 기계 제조업

51472
52512
71304
24342
33321
33322
33329
51492
51493
52634
52635
74913
52661
52662
52650
36974
92392
22211
22212
22219
22221
22222
22229
29393

악기 도매업
악기 소매업
의류 임대업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업
광섬유 및 광학요소 제조업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장비 제조업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
사진장비 및 광학용품 도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광학용품 및 정밀기기 소매업
사진 처리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관광 민예품 및 선물용품 소매업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표구 및 전사처리 제조업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경 인쇄업
스크린 인쇄업
기타 인쇄업
제판 및 조판업
제책업
기타 인쇄관련 산업
인쇄 및 제책용 기계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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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구조 선진화를 위한 서비스산업의 일자리창출 역량제고 방안(Ⅱ)

<부표 3>의 계속
코드
18200
26600
26310
26321
26322
26323
26329
26421
26422
26429
26511
26519
26521
26529
영화․방
69320
송 관련
46510
47311
58221
58222
62010
62021
62022
62090
63111
63112
63120
63999
95121
95122
디자인․ 28423
71392
광고
관련
71399
31120
33301
33302
33303
33309
33401

9차 표준산업분류
업종명
기록매체 복제업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컴퓨터 제조업
기억장치 제조업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방송장비 제조업
이동전화기 제조업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텔레비전 제조업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 제조업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컴퓨터시설 관리업
기타 정보기술․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자료 처리업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그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수리업
통신장비 수리업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광고매체 판매업
그외 기타 광고업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체조, 육상 및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업
놀이터용 장비 제조업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여가활동
33402
관련
33409
46463
46464
46465
47631
47632
47640

영상게임기 제조업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장난감 및 취미용품 도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도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코드
22300
24341
30011
30012
30013

8차 표준산업분류
업종명
기록매체 복제업
비감광성 기록용 매체 제조업
컴퓨터 제조업
컴퓨터 기억장치 제조업
컴퓨터 입․출력장치 및 주변기기 제조업

32202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

32300 방송수신기 및 영상, 음향기기 제조업

71220
51891
52631
72100
72209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
컴퓨터 및 패키지소프트웨어 도매업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소매업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기타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72320 컴퓨터시설 관리업
72900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72310 자료 처리업

92121
92122
31522
74592
74599
35120
36931
36932
36933
36939
36941
36942
36943
36949
51473
51474
51475
52641
52642
52643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수리업
통신장비 수리업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광고매체 판매업
그외 기타 광고업
오락 및 경기용 보트 건조업
체조, 육상 및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업
놀이터용 장비 제조업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인형 제조업
장난감 제조업
영상게임기 제조업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장난감 및 취미용품 도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도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오락게임용구 및 장난감 소매업

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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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소분류로 정의된 문화산업
유형

9차 표준산업분류

코드

8차 표준산업분류
α

업종명

코드

α

업종명

<핵심문화산업>
A. 문화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도서관, 기록보존소, 박물관
0.731 882
재․자 902
관련 서비스업
및 기타 문화관련 산업
연유산
90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1

873 공연산업

0.7
1

1
B. 공연․ 332 악기 제조업
음악
592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1
759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0.104 759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0.05

733 사진 촬영 및 처리업

1

749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0.722

331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1

369 기타 제품 제조업

0.225

339 그외 기타 제품 제조업
0.036
C. 미술․ 132 직물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0.109 179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0.134
사진․
162 나무제품 제조업
0.072 202 나무, 코르크 및 조물제품 제조업 0.078
공예
23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0.021 26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0.033

232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0.291 262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0.318
320 가구 제조업

0.002 361 가구 제조업

581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1

D. 출판

221 출판업

0.002
1

그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739
0.355
서비스업
464 가정용품 도매업

0.047 514 가정용품 도매업

0.047

476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 0.244 526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0.069

692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0.531 713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0.681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0.164 722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0.075

591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1
제작 및 배급업

E. 영화․ 601 라디오 방송업
방송․
602 텔레비전 방송업
게임
639 기타 정보 서비스업

871 영화 산업

1

872 방송업

1

0.974 881 뉴스 제공업

1

1
1

724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1
525 가전제품, 가구 및 가정용품 소매업 0.013
732 전문디자인업

1

746 전문 디자인업

1

F. 디자인․ 72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0.375 743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0.465
기술 서비스업
건축․
광고
713 광고업
0.902 745 광고업
0.915
412 토목 건설업

0.172 451 토목 건설업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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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의 계속
9차 표준산업분류
업종명

α

코드

철도운송업
육상 여객 운송업
해상 운송업
내륙 수상 및 항만내 운송업
정기 항공 운송업
숙박시설 운영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기타 교육기관

1
0.092
0.108
0.188
1
1
1
1
1
0.581

601
602
611
612
621
551
633
883
889
809

철도 운송업
육상 여객 운송업
해상 운송업
내륙 수상 운송업
정기 항공 운송업
숙박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업
경기 및 오락 스포츠업
기타 오락관련 사업
기타 교육기관

1
0.07
0.185
0.276
1
0.938
1
1
1
0.208

고등 교육기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사회 및 산업정책 행정
기타 협회 및 단체
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기록매체 복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
620
합 및 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
631
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1
0.73
0.036
0.813
0.114
1
0.014
1

803
732
762
919
939
222
293
223

고등 교육기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 개발업
사회 및 산업정책 행정
기타 회원 단체
그외 기타 서비스업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기록매체 복제업

1
0.785
0.034
0.833
0.130
1
0.016
1

1

721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1

1

723 자료처리 및 컴퓨터시설 관리업 1

263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1

265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1

유형

코드
<생활문화산업>
491
492
501
G. 관광
502
511
551
752
911
H. 스포츠․
912
오락
856
<연관산업>
853
I. 교육․
702
훈련
842
949
969
181
292
182

266
S. 장치․ 264
소재
204
284
273
311
333
334
465
473
478
475
693
951
953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안경, 사진장비 및 기타 광학
기기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인형,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
정보통신장비 소매업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기계 및 장비 수리업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8차 표준산업분류
업종명

α

729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1
300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0.774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
323
1
향기기 제조업

1
0.853 322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제조업
0.039 243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0.378 315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안경, 사진기 및 기타 광학기
0.858 333
기 제조업
0.0001 35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
1
0.146 518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매업
0.166
0.164
0.357
0.138 712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0.308 921 기계장비 수리업
0.022 923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0.868
0.064
0.475
0.706
0.002

0.197

0.093
0.304
0.019

주 : 1) α는 ｢전국사업체조사｣에서의 업종별 문화산업 고용비중.
2)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OES)에서는 2007년까지 KSIC 8차분류, 2008년
부터 KSIC 9차분류가 적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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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세분류로 정의된 문화직업
유형

코드
<핵심문화직업>
A. 문화
0821
재․자
0441
연유산
0845
0846
0847
B. 공연․
0844
음악
0882
2273
0234
0140
0841
C. 미술․
0842
사진․
0843
공예
2271
2272
0822
0811
0812
D. 도서․
0813
출판
0830
0814
0861
0862
0863
0871
E. 영화․
0872
방송․
0873
게임
0874
0879
0881
1214
2042
0851
0852
0853
0854
F. 디자인 0855
․건축 0856
․광고 1411
1412
1413
1414
0231

신분류(2007년 이후)
직업명

코드

구분류(2007년 이전)
직업명

큐레이터 및 문화재 보존원

0821 학예사 및 문화재보존원

인문과학 연구원

0431 인문과학연구원

0842
0843
0844
0846
0889
2263
0217
0160
0841
0845
0847
2264
2265
0822
0811
0812
0813
0830
0814
0815
감독 및 기술감독
0861
0871
배우 및 모델
0862
아나운서 및 리포터
0863
촬영기사
0872
음향 및 녹음 기사
0873
영상․녹화 및 편집 기사
0874
조명기사 및 영사기사
0875
기타 연극․영화 및 영상 관련 종사자 0879
연예인 및 스포츠 매니저
0881
메이크업 아티스트 및 분장사
1214
웹 및 멀티미디어 기획자
0864
제품 디자이너
0851
패션 디자이너
0852
실내장식 디자이너
0853
시각 디자이너
0854
웹 및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0855
캐드원
0856
건축가 및 건축공학 기술자
1411
토목공학 기술자
1412
조경 기술자
1413
도시 및 교통설계 전문가
1414
광고 및 홍보 전문가
0215

지휘자․작곡가 및 연주가
가수 및 성악가
무용가 및 안무가
국악 및 전통예능인
마술사 및 기타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
악기제조 및 조율사
행사기획자
문화․예술․디자인 및 영상관련 관리자
화가 및 조각가
사진작가 및 사진사
만화가 및 만화영화 작가
공예원
귀금속 및 보석 세공원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작가 및 관련 전문가
번역가
통역가
기자 및 논설위원
출판물 전문가

지휘․작곡 및 연주가
가수
무용가 및 안무가
국악 및 전통예능인
기타 문화 및 예술 관련직
악기수리원 및 조율원
행사기획자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 관리자
화가 및 조각가
사진가 및 사진기자
만화가 및 애니메이터
공예원
귀금속 및 보석 세공원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작가
번역가
통역가
기자
출판물기획전문가
출판 및 자료편집 사무원
감독 및 연출자
영화․연극 및 방송 기술감독
연기자
아나운서 및 리포터
촬영기사
음향 및 녹음기사
영상․녹화 및 편집기사
조명기사
기타 영화․연극 및 방송 관련기술직
연예인매니저
메이크업아티스트 및 분장사
멀티미디어기획자
제품디자이너
패션디자이너
인테리어디자이너
시각디자이너
웹 및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제도사
건축공학기술자
토목공학기술자
조경기술자
도시계획가
광고 및 홍보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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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의 계속
신분류(2007년 이후)
구분류(2007년 이전)
코드
직업명
코드
직업명
<생활문화직업>
0182 숙박․여행․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 0154 미용/여행/오락/스포츠관련 관리자
0155 숙박관련 관리자
0181 음식서비스관련 관리자
0156 음식서비스 관련관리자
1231 여행상품 개발자
1231 여행상품 개발원
1232 여행 사무원
1232 여행관련 사무원
G. 관광
1233 여행 및 관광통역 안내원
1233 여행안내원
1250 숙박시설 서비스원
1236 숙박시설 접수사무원
1237 숙박시설 서비스원
1241 항공기 객실승무원
1234 항공기객실승무원
1242 선박 및 열차 객실승무원
1235 선박/열차승무원
1271 경기감독 및 코치
1261 경기감독 및 코치
1272 직업 운동선수
1262 운동선수
프로게이머 외 기타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1275
관련 전문가
H. 스포츠
1273 경기심판 및 경기기록원
1263 경기심판
․오락
1274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강사
1264 레크레이션진행자 및 스포츠강사
1279 기타 여가 및 스포츠 관련 종사원 1269 기타 레저 및 스포츠 관련직
1213 피부미용 및 체형관리사
1213 피부미용 및 체형관리사
1260 오락시설 서비스원
1250 오락․게임 및 여가 관련 종사원
<연관분야직업>
0442 사회과학 연구원
0432 사회과학연구원
0481 문리 및 어학 강사
0462 문리/어학계 강사
0484 예능 강사
0464 예능계 강사
0731 성직자
I. 교육․ 0731 성직자
훈련
0739 기타 종교관련 종사자
0732 민속종교종사자
0739 기타 종교 관련 종사자
0411 대학 교수
0411 대학교수(전임강사 이상)
0412 대학 시간강사
0412 대학강사(시간강사)
0160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
0143 정보통신관련 관리자
2011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 및 연구원 2011 컴퓨터공학기술자
2012 통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012 통신공학기술자
2021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
2021 컴퓨터시스템설계/분석가
203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2022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자
203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2023 응용소프트웨어개발자
2022 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
2025 네트워크시스템 분석가 및 개발자
2023 컴퓨터 보안 전문가
2026 컴퓨터보안전문가
2027 웹 개발자
S. 장치․ 2041 웹 개발자
소재
2051 데이터베이스 개발자
2024 데이터베이스관리자
2052 정보 시스템 운영자
2028 시스템 운영/관리자
2029 IT컨설턴트
2061 통신 및 방송송출 장비 기사
2033 통신장비기사
2062 영상 및 관련 장비 설치 및 수리원 2031 방송장비 설치 및 수리원
2063 통신 및 관련 장비 설치 및 수리원 2032 통신설비 설치 및 수리원
2064 통신․방송 및 인터넷 케이블 설치 및 수리원 2034 통신케이블 설치 및 수리원
2241 인쇄기 조작원
2241 인쇄기조작원
2242 사진인화 및 현상기 조작원
2242 사진인화 및 현상 관련 조작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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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6> 상품분류체계(CPC Ver.2)를 이용한 관광특성상품의 정의
코드
64122
64232
85524
85540
85523
63111
63312
63313
63114
63120
63130
63210
63290
72111
72123
72211
72213
72221
72223
85521
85522
63310
63320
63399
63400
64111
64112
64113
64114
64115
64116
64117
64118
64119
64121
64129
64131
64132
64133

상품명
패키지 여행, 패키지 휴가, 패키지 관광 (a)
크루즈 여객의 내해(inland water) 이송 서비스
크루즈 여객의 해변 및 대양횡단 이송 서비스
패키지관광 예약 서비스
관광 운영 서비스
크루즈 예약 서비스
숙박시설
관광객을 위한 객실 및 단위 숙박시설 (가사 서비스 매일 제공)
관광객을 위한 객실 및 단위 숙박시설 (가사 서비스가 매일 제공되지 않음)
공동소유 자산 중 방문객을 위한 객실 및 단위 숙박시설 서비스
방문객을 위한 숙박서비스 (단, 객실은 여러 명을 수용할 수 있음)
캠프 장소 서비스
휴양 캠핑 서비스
학생용 거주지에서 학생에게 제공하는 객실 및 단위 숙박시설 서비스
기타 모든 객실 및 단위 숙박시설 서비스
자신이 소유한, 혹은 임대한 거주 자산과 관련된 대여 및 임대 서비스(b)
공동 소유 자산에 대한 거래 서비스
유료 (혹은 계약에 근거한) 거주 자산 관리 서비스 (단, 공동 소유자산은 제외) (b)
유료 (혹은 계약에 근거한) 공동 소유자산 관리 서비스
유료 (혹은 계약에 근거한) 거주 건물 판매 (단, 공동소유자산 제외) (b)
유료 (혹은 계약에 근거한) 공동 소유자산 판매
숙박시설 예약 서비스 (b)
공동 소유 교환 서비스
음식 및 음료 (c)
식당 서비스를 포함한 식사 제공 서비스
제한된 서비스를 포함한 식사 제공 서비스
기타 음식 제공 서비스
음료 제공 서비스
지역 및 국제 이송 (d)
도시 및 교외의 철도 여객운송 서비스
도시 및 교외의 정기 도로 여객운송서비스
통합된 형태의 도시 및 교외 여객 운송 서비스
특수 목적을 위한 도시 및 교외의 정기 도로 여객운송서비스
택시 서비스
운전사를 포함한 여객용 자동차(passenger cars) 대여 서비스
사람 또는 동물이 끄는 운송수단을 이용한 도로 여객운송 서비스
비정기 지역버스 및 장거리 버스(coach) 서비스
기타 도로 여객 운송 서비스
페리(ferry)를 이용한 내해(inland water) 여객운송 서비스
모든 기타 내해 여객 운송 서비스
철도를 통한 관광(sightseeing) 서비스
철도를 제외한 육로 교통수단을 통한 관광 서비스
수로교통을 통한 관광서비스

범주 생산활동
X
5021
X
5011
X 7911, 7920
X
7912
X 7911, 7920
X
5510
X
5510
X
5510
X
5510
X
5520
X
5520
X
5590
X
5590
X
6810
X
6810
X
6820
X
6820
X
6820
X
6820
X 7911, 7920
X
7920
X
5610
X
5610
X 5610, 5629
X
5630
X
X
X
X
X
X
X
X
X
X
X
X
X
X

4921
4921
4921
4921
4922
4922
4922
4922
4922
5021
5021
4911
4922
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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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6>의 계속
코드
64134
64210
64221
64222
64223
64231
64239
64241
64242
64243
64244
64250
66011
66021
66022
66031
67190
67309
67410
67420
67430
67440
67511
67512
67521
67522
67531
67532
67610
67620
67730
73111
73114
73115
73116
85511
85512
85513
85514
85519
87141
87142
87143
87144

상품명
항공을 통한 관광 서비스
도시 간 철도 여객운송 서비스
도시 간 정기 도로 여객운송 서비스
특수 목적을 위한 도시 간 정기 도로 여객운송서비스
비정기 장거리버스 및 대형버스(coach) 서비스
페리를 이용한 연안 및 대양횡단 여객운송 서비스
기타 연안 및 대양횡단 여객운송 서비스
국내 정기 항공 여객운송 서비스
국내 비정기 항공 여객운송 서비스
국제 정기 항공 여객운송 서비스
국제 비정기 항공 여객운송 서비스
우주 여객운송 서비스
운전사를 포함한 버스 및 대형버스 대여 서비스
조종사를 포함한 연안 및 대양횡단 함선(vessel) 대여 서비스
조종사를 포함한 내해 함선 대여 서비스
조종사를 포함한 여객항공기 대여 서비스
기타 화물 및 수하물 취급 서비스
기타 철도운송 지원 서비스
버스 정류장 서비스
고속도로, 교량 및 터널 관리 서비스
주차장 서비스
상업용 및 개인용 자동차 견인 서비스
연안 및 대양횡단 운송에 대한 항구 및 수로 운용 서비스 (단, 화물 취급은 제외)
내해 수로 운용 서비스 (단, 화물 취급은 제외)
연안 및 대양횡단 운송에 대한 수로안내(pilotage) 및 정박(berthing) 서비스
내해 운송에 대한 수로 안내 및 정박 서비스
연안 및 대양횡단 운송에 대한 선박구조(vessel salvage) 및 인양(refloating) 서비스
내해 운송에 대한 선박구조 및 인양 서비스
항공기 운용 서비스 (단, 화물 취급은 제외)
항공 교통제어 서비스
기타 항공운송 지원 서비스
운전사를 포함하지 않은 자동차 및 소형 밴의 임대 및 대여 서비스
운전사를 포함하지 않은 기타 육상 운송수단의 임대 및 대여 서비스
조종사를 포함하지 않은 함선 임대 및 대여 서비스
조종사를 포함하지 않은 항공기 임대 및 대여 서비스
항공 운송 예약 서비스
철도 운송 예약 서비스
버스 운송 예약 서비스
자동차대여 예약 서비스
기타 운송 편에 대한 조정 및 예약 서비스
자동차 보수 및 수리 서비스
오토바이 및 설상차(snowmobile) 보수 및 수리 서비스
트레일러, 세미트레일러 및 기타 자동차 종류의 보수 및 수리 서비스
기타 운송 편에 대한 보수 및 수리 서비스

범주 생산활동
X
5110
X
4911
X
4922
X
4922
X
4922
X
5011
X
5011
X
5110
X
5110
X
5110
X
5110
X
5110
4922
5011, 5012
5011, 5012
5110
5224
5221
5221
5221
5221
5221
5222
5222
5222
5222
5222
5222
5223
5223
5223
X
7710
7730
7730
7730
X 7911, 7920
X 7911, 7920
X 7911, 7920
X 7911, 7920
X 7911, 7920
4520
4520
4520
3315

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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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6>의 계속
코드
73240
85539
85550
85562
96151
96152
96220
96310
96411
96412
96421
96422
96511
96512
96520
96590
96620
96910
96929
96930
96990

71134
71331
71334
71337
71592
73260
73290
83811
83820
85953
85961
85962
87290
92330
92340
92410

상품명
여가활동, 문화 및 스포츠 활동 (e)
오락 및 여가활동 장비 관련 임대 및 대여 서비스
이벤트 티켓 및 기타 오락 및 여가 서비스에 대한 예약 서비스
관광 가이드 서비스
방문객을 위한 안내 서비스
영화 상영 서비스
비디오 상영 서비스
공연 제작 및 상연 서비스
공연자 서비스
역사 유적지 및 건물을 제외한 박물관 서비스
역사 유적지 및 건물에 대한 보존 서비스
식물원 및 동물원에 대한 원예 서비스
야생생물 보존 서비스를 포함한 자연 보존 서비스
스포츠 및 여가 스포츠 이벤트 홍보 서비스
스포츠클럽 서비스
스포츠 및 여가 스포츠 시설 운영 서비스
기타 스포츠 및 여가 스포츠 서비스
스포츠 및 여가활동과 관련된 지원 서비스
놀이동산 및 유사 종류의 서비스
기타 도박 및 내기 서비스
동전 오락 기계 서비스
기타 여가 및 오락 서비스
쇼핑(f)
쇼핑 활동 시 방문객이 구매한 상품
기타
신용카드 서비스
자동차 보험 서비스
기타 자산 보험 서비스
여행 보험 서비스
외환 서비스
섬유, 의류 및 신발 관련 임대 및 대여 서비스
기타 재화 관련 임대 및 대여 서비스
인물 사진 서비스
사진 현상 서비스
서류 준비 및 기타 사무실 지원 전문 서비스
컨벤션 지원 및 조직 서비스
무역박람회(trade show) 지원 및 조직 서비스
기타 재화 보수 및 수리 서비스
중등교육 이상의 교육 서비스
중등교육 이상의 기술 및 직업 교육 서비스
중등교육 후의 비3차 일반교육(tertiary education)서비스

범주 생산활동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7721
7920
7912
7920
5914
5914
9000
9000
9102
9102
9103
9103
9319
9312
9311
9319
9319
9321
9200
9329
9329

6492
6512
6512
6512
6612
7729
7729
7420
7420
8219
8230
8230
9529
8521
8522
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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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6>의 계속
코드
92420
92510
92520
92911
92912
92919
92920
93111
93112
93113
93119
93121
93122
93123
93191
93192
93193
93194
93195
93196
93199

상품명
중등교육 후의 비3차 기술 및 직업 교육 서비스
3차 교육의 1단계 교육서비스
3차 교육의 2단계 교육서비스
문화 교육 서비스
스포츠 및 여가 교육 서비스
기타 교육 및 훈련 서비스
교육 지원 서비스
입원 환자를 위한 수술 서비스
입원 환자를 위한 산부인과 서비스
입원 환자를 위한 정신과 서비스
입원 환자를 위한 기타 서비스
일반 의료 서비스
특별 의료 서비스
치과 서비스
출산 및 관련 서비스
간호 서비스
물리 요법 서비스
앰뷸런스 서비스
의학 연구실 서비스
화상 진찰 서비스
기타 건강 서비스
기타 미확인 서비스
기타 미확인 재화

범주 생산활동
8522
8539
8542
8541
8549
8559
8610
8610
8610
8610
8610
8620
8620
8620
8690
8690
8690
8690
8690
8690
8690

주 : 범주에서 표기(X)가 없는 항목은 해당 상품이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관광특성
상품은 아니지만, 다른 유형에는 속할 수 있음을 의미. 이러한 상품의 분류는 국
가마다 다름.
(a) 패키지 구성요소의 가치가 모두 포함.
(b) 여기서는 별장(vacation home)만을 의미.
(c) 소비하기 위한, 혹은 준비하기 위한 직접 구매(direct purchase)도 포함
(d) 연료, 예비부품 등과 같은 재화의 구매가 포함.
(e) 본래의 목적과 관련된 재화도 포함.
(f) 한 가지 용도를 가진 내구소비재, 기념품, 수공예품 및 주로 집으로 가져가기
위한 기타 재화 등의 재화만을 포함.

부표

<부표 7> 산업분류체계(ISIC Rev.4)를 이용한 관광산업의 정의
코드
업종명
1. 방문객 숙박시설
5510
단기 숙박시설의 활동
5520
놀이공원, 트레일러촌 및 캠프장
5590
기타 숙박시설
6810
자신이 소유하거나 임대한 자산의 부동산 관련 활동*
6820
유료 (혹은 계약에 근거한) 부동산 관련 활동*
2. 식품 및 음료 제공 활동
5610
식당 및 이동 음식 서비스 활동
5629
기타 음식 서비스 활동
5630
음료 서빙 활동
3. 철도 여객 운송
4911
철도 여객운송
4. 도로 여객 운송
4922
기타 도로 여객 운송
5. 수로 여객 운송
5011
바다 및 연안 여객 운송
5021
내해 여객 운송
6. 항공 여객 운송
5110
항공 여객 운송
7. 교통 장비 대여
7710
자동차의 대여 및 임대
8. 여행사 및 기타 예약 서비스 활동
7911
여행사 활동
7912
관광 운영자의 활동
7990
기타 예약 서비스 활동
9. 문화 활동
9000
창작, 예술 및 오락 활동
9102
박물관 활동 및 역사 유적지 및 건물 운영
9103
식물원 및 동물원의 원예활동 및 자연 보전 활동
10. 스포츠 및 오락 활동
7721
여가 및 스포츠 용품 대여 및 임대
9200
도박․게임장 및 내기 관련 활동
9311
스포츠 시설 운영
9319
기타 스포츠 관련 활동
9321
놀이공원 및 테마 파크 운영
9329
기타 오락 및 여가 활동
11. 국가별로 특화된 관광재화의 거래
면세점**
기념품과 관련된 특수 소매업**
수공예품과 관련된 특수 소매업**
기타 관광 핵심 상품과 관련된 특수 소매업**
12. 국가별로 특화된 관광관련 생산활동

주 : * 부분적으로 별장(second home) 및 공동소유 자산과 관련되어 있음.
** 4자리 ISIC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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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8> 관광산업 특수분류1)
구분

항목명

산출

KSIC-9

9차 표준산업분류
업종명
KSIC-8

8차 표준산업분류
업종명

F 건설업
F1 건물종합건설업
F1-1

상업시설건설업(호텔, 식당, 소매점 등) 특성 41121 사무 및 상업용 건물 건설업

F1-2

휴양시설건설업(별장, 콘도, 산장 등) 특성

F1-3

수송시설물건설업(터미널)

45221 사무 및 상업용 건물 건설업

특성 41129 기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45229 기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45110 지반조성 공사업

F2 토목건설업
F2-1

관광용지개발조성공사

특성 41210 지반조성 건설업

F2-2

휴양호수용 댐, 관광용 선착장

특성 41223 수로, 댐 및 급․배수시설 건설업 45123 수로, 댐 및 급배수시설 공사업

F2-3 레크레이션 시설: 스키장, 골프코스 특성 41229 기타 토목시설물 건설업
G 도매 및 소매업
G1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G1-1

자동차 판매업

G1-1-1 자동차 신품 판매업(승용차 및 오락
용 차량 판매)
중고자동차 판매업(승용차 및 오락
G1-1-2 용 차량 판매)
G1-2 자동차 수리 및 세차업
G1-2-1 자동차 종합수리업(승용차 수리)
G1-2-2 자동차 전문수리업(승용차 수리)
G1-2-3 자동차 세차업(승용차 세차)
G1-3
자동차 부품 및 부속품 판매업
G1-3-1 자동차타이어 및 튜브 판매업
G1-3-2 기타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G1-3-3 자동차 중고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G2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킨다이빙 및 스쿠바 장비 소매업
스키장비 소매업
캠핑 및 하이킹장비 소매업
수렵 및 낚시용 장비 소매업
기타 수송장비 소매업(요트, 보트
G2-2-5
및 기타 오락용 배 소매)
G2-1
G2-2
G2-2-1
G2-2-2
G2-2-3
G2-2-4

G2-3

45129 기타 토목시설물 건설업

45110 자동차 신품 판매업

50110 자동차 신품 판매업

45120 중고 자동차 판매업

50120 중고자동차 판매업

95211 자동차 종합 수리업

92211 자동차 종합수리업

95212 자동차 전문 수리업

92212 자동차 전문수리업

95213 자동차 세차업

92213 자동차 세차업

45211 자동차 타이어 및 튜브 판매업 50201 자동차타이어 및 튜브 판매업
기타 자동차신품 부품 및 내장
45219
50202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품 판매업
45220 자동차중고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50203 자동차 중고부품 및 중고내장품
판매업
47823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특성 47631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특성
특성
특성

52634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52641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526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

차량용 연료 소매업

G2-3-1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47711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50401 주유소 운영업

G2-3-2 차량용 가스 충전업

47712 차량용 가스 충전업

50402 차량용 가스 충전업

G2-4
G2-5

관광민예품 및 선물용품 소매업
기타 종합 소매업

특성 47842 관광 민예품 및 선물용품 소매업 52662 관광민예품 및 선물용품 소매업
52430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그외 기타 분류안된 상품 전문
47859
526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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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부표 8>의 계속
구분

항목명

H 운수업
H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H1-1 철도운송업
H1-1-1 여객철도운송(도시간)
H1-1-2 관광여객운송(관광열차)
H1-1-3 일반여객운송(철도)
H1-2 여객 육상운송업
H1-2-1 정기여객 운송업
H1-2-1-1 시외버스 운송업
H1-2-1-2 정기 관광버스 운송업
H1-2-1-3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H1-2-1-4 공항 등의 터미널전용버스 운송업
H1-2-2 부정기노선 육상 여객운송업
H1-2-2-1 택시 운송업
H1-2-2-2 전세버스 운송업
H1-2-2-3 케이블카여객운송서비스
H1-2-2-4 동물 또는 인력견인차량 운송업(여
객운송)
H2 수상 운송업
H2-1 해상 운송업
H2-1-1 관광유람선운영(외항,승무원딸린)
H2-1-2 관광유람선운영(내항,승무원딸린)
H2-2 내륙수상 운송업
H2-2-1 내륙수상여객운송업
H2-2-1-1 여객선운송서비스
H2-2-1-2 수상택시운영
H2-2-1-3 범선운송서비스
H2-2-1-4 관광선운영(내륙수상)
H2-2-1-5 관광여객운송(강,호수)
H2-2-2 항만내 운송업
H2-2-2-1 유람선업
H2-2-2-2 수상택시운영
H2-2-2-3 낚시선박임대(승무원딸린)
H2-2-2-4 관광선운송
H2-2-2-5 관광여객운송
H2-2-2-6 관광용잠수선운영(운하,항만내)
H3 항공 운송업
H3-1 정기항공 운송업
H3-1-1 항공사(정기여객운송)
H3-2 부정기항공 운송업
H3-2-1 항공사(비정기여객운송)

산출

KSIC-9

9차 표준산업분류
업종명
KSIC-8

특성 49100 철도운송업
특성

8차 표준산업분류
업종명

60100 철도운송업

특성 49220 시외버스 운송업
60220 시외버스 버스운송업
특성 49212 시내버스 운송업
60212 시내버스 운송업
특성 49219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60219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운송업
특성
49231 택시 운송업
60231 택시 운송업
49232 전세버스 운송업
60232 전세버스 운송업
특성 49239 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 60239 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

특성 50111 외항 여객 운송업
특성 50121 내항 여객 운송업

50201 내륙 수상 여객 운송업

61111 외항여객 운송업
61121 내항여객 운송업

61201 내륙수상 여객 운송업

특성
특성
특성 50203 항만내 운송업

61203 항만내 운송업

특성
특성
특성
특성

특성 51100 정기 항공 운송업

62100 정기항공 운송업

특성 51200 부정기 항공 운송업

62200 부정기항공 운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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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8>의 계속
구분

항목명

산출

9차 표준산업분류
업종명
KSIC-8

KSIC-9

8차 표준산업분류

업종명

H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H4-1 육상운송 지원 서비스업
H4-1-1 철도운송 지원 서비스업(여객터미널) 특성 52911 철도 운송지원 서비스업

63911 철도운송 지원 서비스업

H4-1-2 여객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특성 52912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63912 여객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H4-1-3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특성 52914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63914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H4-1-4 주차장 운영업

특성 52915 주차장 운영업

63915 주차장 운영업

H4-2 수상운송지원 서비스업
H4-2-1 항구 및 기타 해상터미널 운영업
H4-2-2 기타 수상운송 지원 서비스업
H4-3 항공운송 지원 서비스업
H4-3-1 공항 운영업
H4-3-2 기타 항공운송 지원서비스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I1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
I1-1
호텔업
I1-1-1 호텔숙박업
I1-1-2 온천관광호텔운영
I1-1-3 관광호텔
I1-2
여관업
I1-2-1 온천장여관운영
I1-2-2 관광여관
I1-2-3 모텔
I1-3
휴양콘도 운영업
I1-3-1 휴양시설운영(회원및회사용)
I1-3-2 회원제숙박시설운영(콘도등)
I1-3-3 스키장운영(콘도와결합된)
I1-4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I1-4-1 청소년수련시설운영(숙박시설갖춘)
I1-4-2 숙박시설운영(청소년수련시설)
I1-5
기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
I1-5-1 휴양센터운영
I1-5-2 휴일캠프장(야영장)운영
숙박시설운영(민박및산장,유스호스
I1-5-3 텔,하숙등)
I2 음식점업
I2-1
일반 음식점업
I2-1-1 한식 음식점업
I2-1-2 중국 음식점업
I2-1-3 일본 음식점업
I2-1-4 서양 음식점업
I2-1-5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I2-2
기관구내식당업
I2-3
출장 및 이동 음식업

특성 52921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63921 항구 및 기타 해상터미널 운영업
특성 52929 기타 수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63929 기타 수상운송 지원 서비스업
특성 52931 공항 운영업
63931 공항 운영업
특성 52939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63939 기타 항공운송 지원서비스업

특성 55111 호텔업
특성
특성

55111 호텔업

특성 55112 여관업
특성
특성

55112 여관업

특성 55113 휴양콘도 운영업
특성
특성

55113 휴양콘도 운영업

특성 55114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
특성

55114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특성 55119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특성

55119 기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

특성

56111
56112
56113
56114
56119
56120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55211
55212
55213
55214

한식점업
중국 음식점업
일본 음식점업
서양 음식점업

55215 기관구내식당 운영업
55219 기타 일반 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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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8>의 계속
구분

항목명

산출

9차 표준산업분류
KSIC-9

업종명

8차 표준산업분류
KSIC-8

업종명

I2-3-1

출장 음식 서비스업

56131 출장 음식 서비스업

I2-3-2

이동 음식업

56132 이동 음식업

55223 이동 음식점업

I2-4

기타 음식점업

I2-4-1

제과점업

56191 제과점업

55241 제과점업

I2-4-2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56192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및유사음식점업 55221 피자, 햄버거 및 치킨 전문점

I2-4-3

치킨 전문점

56193 치킨 전문점

I2-4-4

분식 및 김밥 전문점

56194 분식 및 김밥 전문점

55222 분식 및 김밥 전문점

I2-4-5

그외 기타 음식점업

56199 그외 기타 음식점업

55229 그외 기타 음식점업

I2-5

주점업

I2-5-1

일반 유흥 주점업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55231 일반 유흥 주점업

I2-5-2

무도 유흥 주점업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55232 무도 유흥 주점업

I2-5-3

기타 주점업

56219 기타 주점업

55233 간이 주점업

I2-6

비알콜 음료점업

56220 비알콜 음료점업

55242 찻집

J 정보서비스업
J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J1-1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72400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온라인상 여행정보제공

K 금융 및 보험업
K1 손해보험업
K1-1

여행자 보험

특성 65121 손해 보험업

66031 손해보험업

K2 금융시장 관리업
K3 그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K3-1

66199 그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67199 그외 기타 금융관련 서비스업

환전소

L 부동산 및 기계장비 임대업
L1 부동산업
L1-1

부동산 임대업

L1-1-1 주거용 건물 임대업(관광용)

특성 68111 주거용 건물 임대업

70111 주거용 건물 임대업

L1-1-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관광용)

특성 6811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7011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L1-1-3-1 관광용 토지 임대업

특성 68119 기타 부동산 임대업

70119 기타 부동산 임대업

L1-1-3-2 관광농원 임대업

특성

L1-1-3 기타 부동산 임대업(관광용)

L1-2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L1-2-1 부동산 관리업
L1-2-1-1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관광용)

특성 68211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70211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L1-2-1-2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관광용)

특성 68212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70212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L1-2-2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L1-2-2-1 전세알선서비스(부동산)

콘도회원모집대리(콘도운영체와계
L1-2-2-2
약맺고)

68221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70221 부동산 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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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8>의 계속
구분

항목명

산출

9차 표준산업분류
KSIC-9

업종명

8차 표준산업분류
KSIC-8

업종명

L2 임대업
L2-1

운송장비 임대업

L2-1-1 자동차 임대업
L2-1-1-1

자동차임대(승용차를제외한버스,승
특성 69110 자동차 임대업
합차;운전자없이)

L2-1-1-2 캠핑용 차량 임대

71110 승용 자동차 임대업

특성

L2-1-2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
L2-1-2-1 오토바이

특성 69190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

L2-1-2-2 개인에 임대(경비행기)

특성

L2-1-2-3 오락용 선박임대

특성

L2-2

71129 그외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L2-2-1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용품 임대업
L2-2-1-1 자전거

특성 69210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용품 임대업 71303 경기 및 여가용품 임대업

L2-2-1-2 스키장비 임대

특성

L2-2-1-3 유람선대여(운전자없이)

특성

오락용보트설비임대(승무원없이 ;
L2-2-1-4
특성
물놀이시설에서의대여제외)
L2-2-2 기타 관광관련 상품 임대

특성 69299 그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71309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M1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M1-1

관광연구

특성 70209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3209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M2 전문 서비스업
M2-1

시장조사 및 사업경영상담업

M2-1-1 관광시장 조사

특성 71400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4210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M2-1-2 관광사업 상담

특성 71531 경영컨설팅업

74222 경영상담업

M2-2-1 관광사업체 광고대행업

특성 71310 광고 대행업

74510 광고대행업

M2-2-2 관광사업체 옥외 및 전시광고업

특성 71391 옥외 및 전시 광고업

74591 옥외 광고업

M2-2

광고업

M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3-1

인물사진 및 행사용 비디오 촬영업

M3-1-1 여권사진 촬영

특성 73301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 74911 인물사진 촬영업

M3-1-2 관광사진제작(가두사진업)

특성

M3-2

특성 7390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4991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N1-1-1 일반 및 국외여행사업

특성 75211 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

63311 일반 및 국제여행사업

N1-1-2 국내여행사업

특성 75212 국내 여행사업

63312 국내여행사업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N 사업지원 서비스업
N1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업
N1-1

N1-2

여행사업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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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8>의 계속
구분

항목명

산출

9차 표준산업분류
KSIC-9

업종명

8차 표준산업분류
KSIC-8

업종명

N1-2-1 관광안내 및 매표대리업

특성 75290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63390 기타 여행지원 서비스업

N1-2-2 여행가이드서비스업(여행자안내)

특성

N1-2-3 여행자호텔및숙박알선업

특성

N1-2-4 관광여행안내소 운행업

특성

N1-3

75992 전시 및 행사 대행업

75994 전시 및 행사 대행업

84114 재정 및 경제정책 행정

76114 재정 및 경제정책 행정

84212 문화 및 관광 행정

76212 문화 및 관광행정

O1-3-1 수렵 및 낚시 규제

84222 농림수산 행정

76222 농림수산업 행정

O1-3-2 건설 및 운송 행정

84223 건설 및 운송 행정

76223 건설 및 운송관리 행정

전시 및 행사 대행업

N1-3-1 전시대행서비스
N1-3-2 박람회대행서비스(과학,농업제외)
N1-3-3 박람회장운영(상업및산업)
N1-4

여행용구조립및포장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O1 공공행정, 지역경제 및 사회정
책 행정
O1-1

관세행정

O1-2

문화 및 관광행정

O1-2-1 문화 및 오락시설 관리
O1-2-2 관광시설의 허가, 규제, 검사
O1-2-3 여행자 안내사무소
O1-3

노동 및 산업진흥행정

O1-3-3 교통관리행정
O2 외무, 국방 및 경찰행정
O2-1

외무 행정

O2-1-1 비자발급 및 영사업무

특성 84310 외무 행정

76310 외무 행정

특성 84320 국방 행정

76320 국방행정

특성 84404 경찰

76404 경찰

P1-1-1 호텔학교

특성 85301 전문대학

80301 전문대학

P1-1-2 관광학교

특성

P1-1-3 휴양시설관리학교

특성

O2-2

국방행정

O2-2-1 국경경비
O2-3

경찰

O2-3-1 특수경찰 및 공항경비
P 교육서비스업
P1 고등교육기관
P1-1

P1-2

전문대학

대학교

P1-2-1 호텔학교

특성 85302 대학교

P1-2-2 관광학교

특성

P1-2-3 휴양시설관리학교

특성

P1-3

기타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특성 85611 스포츠 교육기관

80302 대학교

80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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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8>의 계속
구분

항목명

산출

Q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Q1 공연관련 산업
Q1-1 공연장 및 예술관련시설 운영업
Q1-1-1 공연시설 운영업
Q1-1-2 그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Q1-2 공연단체
Q1-2-1 연극단체
Q1-2-2 무용 및 음악단체
Q1-2-3 기타 공연단체
Q2 박물관 및 자연공원 운영업
Q2-1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운영업
Q2-1-1 박물관 운영업
Q2-1-2 사적지 관리 운영업
Q2-2 자연공원 운영업
Q3 스포츠관련 서비스업
Q3-1 경기장 운영업
Q3-1-1 실내경기장 운영업
Q3-1-2 실외경기장 운영업
Q3-1-3 경주장 운영업
Q3-2 경기 전문 종사업
Q3-2-1 스포츠클럽 운영업
Q3-2-2 그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Q3-2-2-1 스키 강습
Q3-2-2-2 수영강습
Q3-2-2-3 스쿠버 강습
Q3-2-2-4 보트 강습
Q3-3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Q3-3-1 골프장 운영업
Q3-3-2 스키장 운영업
Q4 오락관련 서비스업
Q4-1 유원지 및 테마파크운영업
Q4-2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Q4-3 기타 수상 오락 서비스업
특성
Q4-4

KSIC-9

9차 표준산업분류
업종명
KSIC-8

8차 표준산업분류
업종명

90110 공연시설 운영업
87311 공연시설 운영업
90199 그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87349 기타 공연관련 산업
90121 연극단체
90122 무용 및 음악단체
90123 기타 공연단체

87321 연극단체
87322 무용 및 음악단체
87329 기타 공연단체

90221 박물관 운영업
90222 사적지 관리 운영업
90232 자연공원 운영업

88221 박물관 운영업
88222 사적지 관리 운영업
88232 자연공원 및 유사 시설 운영업

91111 실내 경기장 운영업
91112 실외 경기장 운영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88311 실내경기장 운영업
88312 실외경기장 운영업
88313 경마 및 경기장 운영업

91191 스포츠 클럽 운영업

88321 프로 및 실업 경기단체

91199 그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88329 기타 경기 전문 종사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122 스키장 운영업

88331 골프장 운영업
88332 스키장 운영업

912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39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88992
88995
88929
88921

유원지 및 테마파크운영업
도박․게임장장 운영업
기타 수상 오락 서비스업
해수욕장 운영업

그외 기타 분류안된 오락관련 서비스업

Q4-4-1 오락용 전시회 및 쇼
Q4-4-2 승마임대
Q4-4-3 케이블카운행(관광,오락)
Q4-4-4 궤도운영(레크레이션용)

912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오락관련 88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오락관련 서
서비스업
비스업

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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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8>의 계속
구분

항목명

산출

9차 표준산업분류
업종명
KSIC-8

KSIC-9

8차 표준산업분류

업종명

R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R1 회원단체
R1-1
R1-2
R1-3
R1-4

관광산업 관련 산업단체
관광관련 전문가단체

특성 94110 산업 단체
특성 94120 전문가 단체

91110 산업단체

관광관련 종사자의 노동조합
그외 기타 협회 및 단체

특성 94200 노동조합

91200 노동조합

특성 94990 그외 기타 협회 및 단체
특성

91990 그외 기타 회원단체

R1-4-1 여행클럽
R1-4-2 관광지원봉사단체

91120 전문가단체

R2 기타 서비스업
R2-1

욕탕업

R2-1-1 온천탕

96121 욕탕업

93121 욕탕업

R2-1-2 온천사우나운영
R2-2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R2-2-1 도어맨

96999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93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모든 서비스업
개인 서비스업

R2-2-2 독립적인 포터
R2-2-3 발렛주차서비스
R3 기타 국제 및 외국기관
R3

기타 국제 및 외국기관(국제관광기구) 특성 99009 기타 국제 및 외국기관

99009 기타 국제 및 외국기관

주 : 1) 국제관광표준분류(1993 RTS)를 기초로 국내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통계
청이 작성.
2) 해당 품목이 세계관광기구에서 정의하는 관광활동의 특성과 일치하는 경우
‘특성’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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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9>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세세분류로 정의된 관광산업 분류체계
9차 표준산업분류

코드

업종명

8차 표준산업분류

코드

업종명

1. 방문객을 위한 숙박서비스
55111 호텔업

55111 호텔업

55112 여관업

55112 여관업

55113 휴양콘도 운영업

55113 휴양 콘도 운영업

55114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

55114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55119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55119 기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

2. 음식 및 음료 제공 서비스1
56

음식점 및 주점업

552

음식점업

3. 철도여객 운송서비스
49100 철도운송업

60100 철도 운송업

4. 도로여객 운송서비스
49220 시외버스 운송업

60220 시외버스 운송업

49232 전세버스 운송업

60232 전세버스 운송업

49239 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

60239 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

5. 수로여객 운송서비스
50111 외항 여객 운송업

61111 외항 여객 운송업

50121 내항 여객 운송업

61121 내항 여객 운송업

50201 내륙 수상 여객 운송업

61201 내륙 수상 여객 운송업

6. 항공여객 운송서비스
51100 정기 항공 운송업

62100 정기 항공 운송업

7. 운송장비 대여
69110 자동차 임대업

71110 승용 자동차 임대업

8. 여행사 및 기타 예약서비스
75211 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

63311 일반 및 국제 여행사업

75212 국내 여행사업

63312 국내 여행사업

75290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63390 기타 여행지원 서비스업

2

9. 문화 서비스

75992 전시 및 행사 대행업

75994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0110 공연시설 운영업

87311 공연시설 운영업

90191 공연 기획업

87341 공연 기획업

90199 그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87349 기타 공연관련 산업

90221 박물관 운영업

88221 박물관 운영업

90222 사적지 관리 운영업

88222 사적지 관리 운영업

90231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88231 식물원 및 동물원

90232 자연공원 운영업

88232 자연공원 및 유사시설 운영업

90290 기타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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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9>의 계속
9차 표준산업분류

8차 표준산업분류

2

10. 스포츠 및 오락서비스

69210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용품 임대업

71303 경기 및 여가용품 임대업

91111 실내 경기장 운영업

88311 실내 경기장 운영업

91112 실외 경기장 운영업

88312 실외 경기장 운영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88313 경마 및 경주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88331 골프장 운영업

91122 스키장 운영업

88332 스키장 운영업

912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88992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91231 낚시장 운영업

88921 해수욕장 운영업

91239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88929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88995 도박장 운영업

91292 체육공원 및 유사 공원 운영업

88993 체육공원 및 유사 공원 운영업

11. 국가별로 특화된 관광재화
46491 가방 및 여행용품 도매업

51491 가방 및 여행용품 도매업

47842 관광 민예품 및 선물용품 소매업

52662 관광 민예품 및 선물용품 소매업

12. 국가별로 특화된 관광서비스
84212 문화 및 관광 행정

76212 문화 및 관광 행정

주 : 1) 음식 및 음료 제공 서비스(2)는 세세분류 수준에서도 일반 외식서비스와 관
광관련 서비스 여부를 구별할 수 없음.
2) 문화서비스업과 스포츠 및 오락서비스의 경우 관광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중시하여 여행 목적이 될 수 있는 아웃도어 활동이나 문화 활동에 한정하여
관광산업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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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0> 관광연관산업의 구성(9차 표준산업분류)
코드

업종명

코드

업종명

41121 사무 및 상업용 건물 건설업

41129 기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41210 지반조성 건설업

41223 수로, 댐 및 급 ․ 배수시설 건설업

41229 기타 토목시설물 건설업

45110 자동차 신품 판매업

45120 중고 자동차 판매업

45211 자동차 타이어 및 튜브 판매업

45219 기타 자동차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45220 자동차중고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47631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47711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47712 차량용 가스 충전업

47823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4785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

49212 시내버스 운송업

49219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49231 택시 운송업

50203 항만내 운송업

51200 부정기 항공 운송업

52911 철도 운송지원 서비스업

52912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52914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52915 주차장 운영업

52921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52929 기타 수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52931 공항 운영업

52939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65121 손해 보험업

66199 그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68111 주거용 건물 임대업

6811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68119 기타 부동산 임대업

68211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68212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68221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69190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

69299 그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70209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1310 광고 대행업

71391 옥외 및 전시 광고업

71400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531 경영컨설팅업

73301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

7390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84114 재정 및 경제정책 행정

84222 농림수산 행정

84223 건설 및 운송 행정

84310 외무 행정

84320 국방 행정

84404 경찰

85301 전문대학

85302 대학교

85611 스포츠 교육기관

90121 연극단체

90122 무용 및 음악단체

90123 기타 공연단체

91191 스포츠 클럽 운영업

91199 그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912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오락관련 서비스업 94110 산업 단체
94120 전문가 단체

94200 노동조합

94990 그외 기타 협회 및 단체

95211 자동차 종합 수리업

95212 자동차 전문 수리업

95213 자동차 세차업

96121 욕탕업

96999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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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1> 관광산업의 세부 업종별 피보험자 수의 변화(상용 한정)
2004

2007

2009

호텔업

39,714

37,309

36,177

여관업

3,506

3,830

3,915

휴양콘도 운영업

2,678

3,580

4,378

54

469

907

154

1,002

1,531

46,105

46,191

46,907

한식 음식점업

36,177

47,644

58,528

중식음식점업

4,806

5,713

6,232

일식 음식점업

4,869

6,707

7,752

서양식 음식점업

10,303

16,797

15,312

기관구내식당업

9,757

18,295

20,233

39

129

152

제과점업

1,853

1,890

2,421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
점업

8,721

13,386

15,291

1. 방문객을 위한 숙박서비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소계
2. 음식 및 음료제공서비스

이동 음식업

분식 및 김밥 전문점

188

1,024

1,296

24,369

28,048

32,758

일반유흥 주점업

2,127

3,187

2,802

무도유흥 주점업

494

796

785

기타 주점업

748

1,368

1,873

그외 기타 음식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소계

3,356

1,325

2,055

107,808

146,306

167,489

7,297

13,077

12,782

7,297

13,077

12,782

3. 철도여객운송서비스
철도운송업
소계
4. 도로여객서비스
시외버스 운송업

1,523

2,336

26,084

전세버스 운송업

13,560

17,456

18,925

1,411

1,726

1,813

16,493

21,518

46,822

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
소계
5. 수로여객 운송서비스
외항 여객 운송업

350

611

703

내항 여객 운송업

911

1,072

111

1,156

1,049

943

2,417

2,732

2,757

23,481

26,071

27,148

23,481

26,071

27,148

내륙 수상 여객 운송업
소계
6. 항공여객운송서비스
정기 항공 운송업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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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1>의 계속
2004

2007

2009

1,333

2,040

2,671

1,333

2,040

2,671

17,687

19,952

17,317
1,973

7. 운송장비대여
자동차 임대업
소계
8. 여행사 및 기타 예약서비스
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
국내 여행사업

136

1,447

3,400

5,400

5,220

소계

21,223

26,799

24,510

전시 및 행사 대행업

3,614

6,282

8,679

공연시설 운영업

1,016

1,242

1,477

그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1,952

2,347

2,612

711

1,208

1,577

7,293

11,079

14,345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9. 문화서비스

박물관 운영업
소계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고용보험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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